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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최근 자동차시장의 판매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강력해진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중량감소를 통한 연비개선에 다양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완성차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 부품회사까지 요구

되는 노력이기도 하다. 경량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바 인서트 유

리섬유복합소재 적용 사출성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유리섬유복합

소재의 경우 나이론(Polyamide(PA) or Nylon) 수지에 유리섬유복합소재 

(Glass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s, GFRP)를 이용해 사출성형 하는 

공법을 이용하였다. 나이론 수지에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제조할 경우, 유리

섬유에 나이론 수지를 결합하여 복합소재를 만드는 공법으로 유리섬유와 나

이론 수지와의 밀착력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복합소재의 경우 국

내 전기·전자 회사에서 사용되어지는 공법이기도 하며 이러한 기술은 수년 

전부터 자동차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자동차 부품의 경우, 그에 따라 상기 요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특성상 부품의 표면이 매우 우수하여야 하며 제품의 경량성이 우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스틸 제품을 알루미늄, 마그네슘, 플라스틱 등으

로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울 크로스멤버(Cowl Cross Member)를 개발 연구하는 

것으로 기존의 스틸 제품에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

품 개발을 통해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알루미늄은 압출공법으로 개발

하고 카울 크로스맴버의 특성을 고려한 단면 형상과 소재의 두께를 최적화 

하여야 한다. 

또한 알루미늄 인서트 사출하며 결합하는 방식으로 카울 크로스멤버를 개발

하는 것으로 수지와 알루미늄과의 일정 이상의 외력에도 밀착성을 유지하는 

복합소재와 설계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이러한 기술을 자동차 부품 개

발에 적용 한다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최근 대두되는 환경규제에 따른 중량 

감소를 통한 연비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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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 배경 및 동향

  친환경 및 에너지 저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동차 산업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4]. 자동차 산업에서 에너지 절감은 연비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는 차량의 경

량화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이다.

  자동차의 중량은 연비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서, 자동차 경량화는 연료소

비 및 배기가스 배출 감소와 더불어 주행저항 감소, 제동성, 조종 안정성 향상 등 

자동차 전반의 성능을 부가적으로 향상 가능하다. 이러한 방향은 미래자동차로 발

전함에 따라 더욱 요구되는 트렌드이다. 그림 1.1은 미래자동차의 차량 경량화 기술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구글 이미지를 재가공한 자료이다. 이와 같이 미래자동차로 

발전할수록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구동제어 시스템과 전장제어 부품, 수소자동차는 

전기자동차부품에 스택부품, 수소저장부품, 수소공급부품, 자율주행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등의 편의 기능으로 인지, 판단, 제어에 관련된 전장장치가 자

동차 무게를 증가시키는 큰 요소이다.

그림 1.1 미래자동차의 차량 경량화 기술 위치

  최근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화두는 친환경을 위한 연비개선이며, 연비개선은 

크게 엔진 및 구동계(파워트레인) 개선, 공기저항 감소 디자인, 대체 에너지 구동, 

차량 경량화로 축약 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전기

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대체 에너지 구동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이는 단기적으로 적

용 확대가 쉽지 않으며 추가적인 적용 비용과 인프라구축 비용이 수반되는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경량화 소재 개발을 통한 방법은 적용 주기가 매우 짧고 다양한 방

법을 통해 개선 여지가 많다는 장점이 있으며, 엔진 및 구동계 개선과 달리 차량 

모델 체인지나 상품성 개선을 위한 연식변경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각종 

자동차 충돌안전 법규 및 소비자의 안락성을 위한 다양한 편의안전 장치들의 부착 

확대로 차량 중량은 지속적인 상승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기술개

발이 필요하다[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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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료 소모 비율별 연비 개선 효과 비교

  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비중 소재 적용, 

구조 합리화, 첨단 고기능성 소재 개발 등이 있다. 저비중 소재 적용의 경우 금속소

재를 비철금속 혹은 화학소재와 같이 비중이 낮은 소재로 대체하는 기술이며,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하는 금속소재 대비 동등 이상의 물성을 구현해야하기 때문에 많

은 어려움이 있다. 구조 합리화는 공정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들어 다양한 연구

가 진행되는 분야이며, 자동차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하게 보강되

었던 부분들을 최소화 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최적화 설

계 기법이다. 첨단 고기능 소재 개발은 자동차 배터리의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납을 사용하는 배터리의 비용량은 약 30 Wh/kg이지만 전기자동차 배터

리에 사용되는 리튬이온의 경우 약 150 Wh/kg으로 그 효율이 매우 높아 자동차의 

동력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자동차 경량화 부품 기술은 소재 경량화 기술, 공정 경량화 기술, 구조 경량화 기

술로 구분 할 수 있다. 이중 소재 경량화 기술은 기존 철강소재를 경량소재로 대체

하거나 부분적으로 결합하여 경량화를 실현하는 기술로, 타 기술 대비 중량 절감 

효과가 가장 크지만, 재료비 상승 및 개발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원가 측면 수단에

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법 경량화 기술은 기존 소재를 보다 정교하게 가공

하여 소재의 사용량을 줄이므로 경량화를 구현하는 기술로 소재 경량화 대비 경제

적이나 소극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구조 경량화 기술은 최적화 된 구조를 구현

해 소재의 사용을 최적화함으로써 경량화를 실현하는 기술로, 경량화 효과가 가장 

미비 하다. 

  자동차 경량화 부품 적용 분야로 구분 및 확대하면 세계적으로 경량화 소재 시

장, 자동차 모듈 시장, 바디용 복합소재 접합 및 체결 시장 등으로 구분된다. 경량

화 소재 시장은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Carbon-Fiber Reinforced Plastics, CFRP)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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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Glass-Fiber Reinforced Plastics, GFRP), 경량 스틸,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이며, 자동차 모듈 시장은 자동차 차체 및 의장 부품으로 차체 판넬, 샤

시 프레임, 의장 칵핏 및 전장 모듈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복합소재 접합 및 체결 

시장은 자동차 경량화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강재의 결합 또는 접합기술 등이 

있다[7].

  소재 경량화 측면에서 기술개발 동향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구조와 공법의 변경을 통한 경량화에 집중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경량화 

수단이 뒷받침될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획기적인 경량화를 추진하기 위해 

최근 소재 경량화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그림 1.3은 “SuperLight-Car- 

The Multi-Material Car Body, McKinsey. 2017”에서 제시된 2030년 예상 소재 적용률

을 나타내었다. 

그림 1.3 2010년 및 2030년 산업 분야에서 소재 적용 예상

  자동차 경량화는 우수한 물성을 가지는 경량 신소재의 개발과 기존 재료의 기계

적 성질을 향상 시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연구되고 

있는 경량 금속 소재로는 탁월한 중량 감소효과를 가지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의 

경량금속과 기존 스틸 소재의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켜 높은 강도를 가지는 고강도,

초고강도강 등이 있다. 자동차 부품은 사용 부위에 따라 요구 물성이 다르기 때문

에 각 부품 당 요구 물성에 적합한 소재를 적재적소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또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소재 선정시 우선 고려 사항으로는 가격경쟁력과 

경량화, 성형성으로 고려되었으며,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 역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알루미늄은 비중이 스틸 대비 1/3 수준으로 경량성이 탁월하며, 내식성, 열전기전

도성 및 재활용성이 우수하여 자동차 내장 부품 구성을 위한 재료로서 연구개발 되

고 있으며, 섬유 강화 열가소성 복합재료는 연속 섬유의 높은 충격 강도와 열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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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수지의 성형성을 겸비하여 대형 부품 및 구조 부품용으로 연구가 진행 중에 있

다.

그림 1.4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 분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자동차 경량화 기술 동향과 전략)

  플라스틱은 금속에 비해 비중이 0.9~2.3으로 낮아 경량화에 유리하며 단순히 부품

자체의 중량 경감에 그치지 않고 성형성이 뛰어나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복잡한 형

상의 부품을 일체 성형함으로써 부품 및 구조 단순화 등 부가적인 효과 때문에 자

동차의 경량화에 크게 기여하였다[8].

  자동차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플라스틱은 PP(Polypropylene), PU(Polyurethane), 

PA(Polyamide or Nylon), ABS(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PE(Polyethylene)이며, 이

중에서 PP가 최고 4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형차의 경우 PP의 사용 비율이 매

우 높다[9].

  자동차용 플라스틱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속재료에 비해 기계적 강도나 치

수안정성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이런 플라스틱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 된 

것 중의 하나가 폴리머와 보강 섬유를 조합한 섬유강화 복합소재이다. 섬유강화 복

합소재 중에 자동차 부품용으로 가장 주목받는 소재가 유리섬유 복합소재이다. 유

리섬유 복합소재는 일반 플라스틱의 단점인 기계적 강도, 치수안정성을 상당히 개

선할 수 있고, 자동차 경량화와 직접 관련 있는 비강성, 비강도 측면에서도 금속이

나 일반 플라스틱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다[10-12].

  여러 경량 복합소재 중 부품 적용 가능성, 우수한 기계적 물성 및 낮은 가격이란 

이점 때문에 각광받게 된 소재가 PP 베이스에 첨가물로 장-유리섬유(Long Glass 

Fiber)를 넣는 것이다. PP + LGF 수지는 상대적으로 점도가 매우 높다. 높은 점도를 

가진 수지는 거친 표면 등 여러 가지 외관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 외관 결함을 줄 일수 있는 방법 중 한 가

지로 금형 표면 온도를 제어하는 것이다[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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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기업들의 복합 소재 사용 증가는 글로벌 OEM회사 중심으로 화학소재 비

중을 늘리고 있다. 미국은 2020년까지 자동차무게의 30%를 플라스틱 및 복합재로 

대체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미 ‘혁신적 신 구조재료 등 기술개

발’에 60.5억엔을 투자한바 있다. 글로벌 자동차용 플라스틱 시장은 지난 3년간 높

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신기술 및 신공법 개발로 인해 내장부품 위주의 적용에

서 안전과 관련된 외장부품 및 구조계 부품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존의 PP 등 범용수지 적용의 내장부품 위주의 시장에서 차후 고기능성 엔지니

어링 플라스틱 및 고함침 수지 등을 이용한 외장부품, 전장부품 위주의 시장으로 

성장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1.5 자동차 부품별 플라스틱 소재 사용 현황

(친환경차/자율주행차 R&D 현황과 자동차부품/소재산업 경량화 전략)

  그림 1.6은 본 연구에서 시제품으로 사용된 자동차 부품 형상을 나타내었다. 카울 

크로스멤버는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앞을 주시할 때 계기판, 오디오 등을 포함하

는 크러쉬 패드 모듈(Crash Pad Module)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일반인들은 대쉬보드

라고도 한다. 운전자의 눈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대쉬보드이며, 이를 자동차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을 카울 크로스멤버라 한다. 이는 대쉬보드의 

뼈대 역할도 하지만 자동차 정면 충돌시 대쉬보드가 운전자에게 밀리지 않도록 하

기 위한 안전 장치 역할도 겸하고 있다. 

그림 1.6 자동차 카울 크로스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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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울 크로스멤버는 본 연구가 있기 전에는 대부분 스틸소재를 이용하여 제작 되

었다. 이는 자동차의 정면 충돌시 안전성과 소재 및 생산 원가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고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자동차의 고급화, 경량화 등으로 인해 BMW, AUDI, 

LEXUS 등의 고급차종 브렌드에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의 경량 소재가 적용된 카울 

크로스멤버가 최근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는 기존 스틸 소재 적용 대비 약 2

배 이상의 원가 상승이 발생된다. 국내 완성차의 경우 고급브랜드 차종과 중저가 

브랜드 차종 사이에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 소재 적용보다 비교적 낮은 경량화 효

과지만 기존 스틸 소재 적용 부품에 비해 경량화 및 원가적인 효과가 있는 이종 소

재 적용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연구를 하게 되었다.

스틸소재 적용 카울 크로스멤버

마그네슘(Mg) 적용 카울 크로스멤버
알루미늄(Al) 적용 카울 크로스멤버

Al+복합소재 적용 카울 크로스멤버

그림 1.7 소재별 카울 크로스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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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내용

최근 자동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환경규제에 따른 자동

차 중량 감소를 통한 연비 개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완성차뿐만 아

니라 자동차 모든 회사의 부품 단위까지 요구되는 노력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바 인서트 유리섬유 복합소재 적용 사출성형 특성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유리섬유 복합소재의 경우 나이론((Polyamide or Nylon, PA) 수지에 유리

섬유 복합소재(Glass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s, GFRP)를 이용해 사출성형 하는 

공법이다.

  나이론 수지에 유리섬유 복합소재 제조의 경우 유리섬유에 나이론 수지를 결합하

여 복합소재를 만드는 공법으로 유리섬유와 나이론 수지와의 밀착성을 높이는 연구

가 필요하다. 이런 복합소재의 경우 국내 전기·전자 회사에서 사용되어지는 공법이

기도 하며 이러한 기술은 수년 전부터 자동차 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

나 자동차 부품의 특성상 부품의 표면이 매우 우수하여야 하며 제품의 경량성이 우

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스틸 제품을 알루미늄, 마그네슘, 플라스틱 등으로 경

량화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울 크로스멤버를 개발 연구하는 것으로 기존의 스틸 제품에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이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품 개발을 통해 경량화를 실현하기 위

함이다. 알루미늄바는 압출공법을 통해 개발될 예정으로 카울크로스맴버의 특성을 

고려한 단면 형상과 소재의 두께를 최적화 하여야 한다. 또한 알루미늄 제품에 유

리섬유 복합수지를 결합하여 카울 크로스멤버를 개발하는 것으로 수지와 알루미늄

과의 일정 이상의 외력에도 밀착성을 유지하는 복합소재와 설계기술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을 자동차 부품 개발에 적용 한다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최근 대두되는 

환경규제에 따른 중량 감소를 통한 연비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마그네슘을 포함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복합 카울 크로스멤버제

품을 개발함으로써 본 연구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였고,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흐름을 그림 1.8의 흐름도에 나타내었다.

  제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동향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그 범위에 대하여 기

술 하였다.

  제 2장은 이론적 배경을 기술하였으며 이는 사출성형 공정 및 사출결함 특성에 

대한 개선 내용을 기술하였다. 또한 사출성형해석을 통해 금형설계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한 특성에 대해 조사하여 기술 하였다. 압출공법을 통해 개발되는 알루미

늄 특성을 기술하였고 알루미늄 압출성형 시 압출 금형 및 공정 특성을 기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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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장은 유리섬유에 나이론 수지를 포함하는 복합소재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리

섬유와 나이론 수지와의 밀착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는 제품을 만들었

을 때 유리섬유와 나이론 수지의 균열 및 불순물이 포함되어 제품의 품질 저하를 

야기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빔과 플라즈마를 통한 유리섬유 표면처리를 통해 

나이론 수지의 밀착성을 높이려는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또한 상용화제를 나이론 

수지와 혼합하여 밀착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 진행된 연구 결과물은 충격

테스트, 굴곡테스트, 파단면 분석 등을 통해 평가 하였다. 또한 고함침 장섬유 복합

소재 적용 연구를 통해 사출성형 시 변형과 이종접합, 기계적 특성을 증가 시키는 

첨가제 함량 제어 등의 연구로 개선된 고함침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제시 하였다.

  제 4장은 위상최적화 기법을 활용한 제품 경량화 설계를 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

다.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설계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개발품을 최적화하고 

이는 Craig Bampton Nodal Method 해석방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자 하였다. 유한요

소해석 결과를 통해 제품 설계를 완성하고 이를 성형성 및 조립성이 검토된 제품 

설계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제 5장은 알루미늄 바의 압출공법을 위한 금형 설계를 하였다. 압출공법으로 개

발된 알루미늄 바의 형상별 두께별로 개발을 하였다. 이는 압출해석을 통해 유동양

상과 성형 시 소재의 온도분포, 압출부 속도분포, 접합압력, 최대 압출하중 등을 검

증을 통해 개발 하였다. 금형은 압출공정에서의 마모도를 줄이기 위해 표면처리을 

실시하였으며 표면처리는 이온질화처리를 하였다. 사출금형은 알루미늄 바, 자동차 

차체와 조립이 가능한 볼트 및 핀을 인서트 할 수 있는 금형으로 설계 하였다. 사

출금형은 사출성형시 온도변화에 의한 제품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금형의 온도 분포

를 검증하고 이를 금형 냉각 체널에 반영 하였다. 압출에 의한 알루미늄 바의 시제

품은 표면처리를 사출시 수지와의 밀착성을 위해 표면처리를 하고 사출성형을 통해 

완성된 제품을 개발 하였다.

  제 6장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엔지니어링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를 제작하였다. 알루미늄바는 사출금형내 인서트 하여 사출성형하는 방

식으로 사출압에 의해 알루미늄바의 변형 정도를 파악하였다. 개발품에 대한 단품 

진동시험은 위상최적화 해석을 검증하는 것과 완성차가 요구하는 조건 내에서 경량

화 설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 하였다. 개발품에 대한 완성차 조립상태에서

의 검증은 헤드 임팩트 시험과 슬래드 충돌시험을 진행 하였으며 헤드 임팩트 시험

결과 헤드의 충격각도와 충격속도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 하였으며, 슬래드 시험

의 경우 개발품 차량에 더미를 탑승하고 슬래드 충돌 후 더미의 대퇴부에 가해지는 

하중으로 인체 상해치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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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연구 흐름도



- 12 -



- 13 -

제2장 이론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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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raig Bampton Nodal Method을 이용한 최적 설계

  항공기, 차량 등과 같은 크고 복잡한 유한요소모델은 해석시간과 비용, 모델 

정보에 대한 보안 등 여러가지 문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유한요소모델을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유한요소모델에서 모델링 사이즈를 줄이기 위한 차수를 낮추는 모델은 여러 분야

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CBM(Craig Bampton Method)는 구조동역학 모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17]. CBM방법은 큰 유한요소모델에서 

대상타깃이 되는 모델을 경계로 큰 구조모델과 서브모델로 구분하여 사용하며, 큰 

모델을 DMIG(Direct Matrix Input at Grid)로 정의하고 서브모델로 경계지점의 자유

도를 공유하여 전체모델 사이즈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모델경계지점의 

자유도를 공유하는 요소에 대해 일반적으로 DMI or Super-element라고 명명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카울크로스 멤버는 I/P(Instrument Panel)를 지지하고, 주로 차체의 

A Pillar사이의 연결 역할을 하며, 다른 IP구성요소에 대한 구조적 지지대를 제공하

고 차량의 구조적 강성을 향상시킨다[18]. 

  본 연구에서 카울 크로스멤버는 지지점이 차량의 필러부위 양쪽과 아래 언더플로

어와 연결되는 부위, 운전석에서 앞쪽 차체와 연계되는 브라켓이 주요연결부위로 

유한요소모델의 경계영역을 나누기가 쉽고, Super-element설정이 다소 용이한 면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하여 Craig Bampton Method를 이용하여 진동 위상최적

화를 수행하였다.

  Craig Bampton Method를 수행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DMIG는 어떤 구조물에 대한 Performance 및 Behavior를 대표하는 것으로 어떤 

노드점을 기준으로 행렬을 직접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하는 말의 약

어이다. DMIG는 강성, 질량, 댐핑등을 포함할 수 있는 행렬이다. 

○ DMIG 설정 후 남은 모델을 일반적으로 Residual Structure로 명명하고, 설계를 위

한 모델로 사용한다. 그리고 반대로 DMIG는 비설계 부분으로 Full Model의 이

력을 고려하기 위해 사용된다.      

○ DMIG와 Residual Structure의 구분되는 경계지점의 요소를 정의하고, 그 지점의 

요소를 Super-element라는 요소로 생성한다. 그리고 생성되는 방법에 따라 

CMS(Component Mode Synthesis), CDS(Component Dynamic Analysis) 등등으로 나

뉘어 진다.  CB-CMS기법 중 Normal Mode에서 Diagonal만 고려하여 주파수를 

Cut-off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Craig Bampton Nodal Method이다. 

○ 문제정의에 따라 Static Condensation, Dynamic Condensation, Component Dynamic 

Analysis로 나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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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Static Condensation

  Static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한 모델축소기법으로 Guyan Reduction이라고도 하며, 

서브모델의 경계부위의 자유도를 산술적 대치를 통해 선형행렬 방정식을 감소시킨

다. 즉, 전체 모델 중 경계부위의 Node만을 이용하여 변환행렬을 만들어서 강성행렬

의 자유도를 줄이는 방법이다. 

  강성행렬에서 하중벡터는 경계면의 자유도로 인해 감소하며, 벡터에 포함된 가속

도 때문에 압력과 분산된 하중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축소된 행렬을 도출하기 위해, 행렬은 다음과 같이 유도한다. 

g g gK u f= ········································································································· (2-1)

s c s s

b b b

T
c

K K u f

K K u f
=

é ù é ù é ù
ê ú ê ú ê ú
ë û ë û ë û ················································································ (2-2)

  여기서 k 는 강성행렬(Stiffness Matrix)를 의미하고, u는 변위, f 는 힘 벡터를 의

미한다. 행렬의 아래에 기입한 s는 부분구조물을 의미하는 것이고, b는 경계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c는 Coupling Matrices를 의미하고, g는 Global을 의미한다.  

  (2-2) 수식의 첫번째 행렬의 라인을 방정식화 하면, 

s s c b s
K u K u f=+ ································································································· (2-3)

  안쪽 자유도의 변위부분을 기준으로 방정식을 다시 쓰면,

1[ ]
s s b c b
u K f K u

-= - ··················································································· (2-4)

  (2-2)의 수식에서 두번째 수식을 풀어쓰면,

s b b b

T
cK u K u f=+ ·························································································· (2-5)

  여기서 (2-4)수식의 ou 를 수식(2-5)에 기입하면,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
b b b b

T
c s s cK K u K u ff K-

=- + ······································································ or

1 1
[ ]

b s c b b s s

T T
c cK K K K u f K K f

- -
- = - ······················································· (2-6)

  상기 행렬은 수식(2-7)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며,

reduced b reduced
K u f= ······························································································ (2-7)

  아래문자 reduced 는 축소행렬을 의미한다. 각각의 축소행렬과 수식(2-6)과 비교하

여,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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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duced b s c

T
cK K K K K

-

= - ············································································ (2-8)

1

reduced b s s

T
cf f K K f

-
= - ·············································································· (2-9)

  축소행렬을 기준으로 변환행렬을 만들면, 아래 수식과 같이 표현된다. 

su u Tu
-

» = ···································································································· (2-10)

  여기서 T는 변환행렬이 되고, T행렬은 아래와 같다. 

1

b

T
c

I
T

K K
-

=
-

é ù
ê ú
ë û ···························································································· (2-11)

  이를 기반으로 변위관점에서 축소강성행렬을 표현하면 수식(2-12)와 같이된다.

1T

reduced b s c

T
g cK T K T K K K K

-
= = -

························································· (2-12)

  상기의 Static Condensation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à à

g g gK u f= s c

b

g T
c

K K

K K
K

é ù
= ê ú
ë û

s

b

g

u

u
u

é ù
= ê ú
ë û ,

s

b

g

f

f
f =

é ù
ê ú
ë û

ou u Tu
-

» =

1

b

T
c

I
T

K K
-

=
-

é ù
ê ú
ë û

T

reduced gK T K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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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Dynamic Condensation

  Static Condensation에서는 동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축소행렬기법으로 

Dynamic Condensation기법을 사용한다. Static Condensation은 특히나 모델이 커지면

서 축소율이 높은 모델일수록 정확성이 떨어진다. Dynamic Condensation은 정적모델

에서 질량행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 Reduction model은 Static Condensation에서와 

같은 과정으로 변환행렬을 이용하여 질량행렬에 대한 축소행렬을 사용하여 고유진

동모드를 해석할 수 있다. 

s c

b

g T
c

M M
M

M M
=
é ù
ê ú
ë û ························································································· (2-13)

  수식(2-13)의 질량행렬에 수식(2-11)의 질량행렬을 대입하면, 

1 1

1 1

T T T
reduced g b c s c s c

T T
c s c c s c

M T M T M K K M K K

K K M M K K

- -

- -

= = +

- - ·················································· (2-14)

  

2.1.3 Craig Bampton Method

  모델 Size를 줄이기 위한 Model Reduction Techniques는 Guyan condensation, 

Dynamic Condensation, Improved Reduction System, System Equivalent Reduction 

Expansion Process, Hybrid Reductio, Craig Bampton Method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

만, 이 중 Craig Bampton Method의 CMS(Component Mode Syntheis)는 Mode Based 

Reduction기법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체모델에 대한 Interface조건은 고정된 

조건, 고정되지 않은 자유로운 조건, 혼합된 조건으로 3가지 조건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부분 구조물들의 경계조건[그림 2.1]이 고정되었다는 가정하에, 모델을 축소하

는 기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다[19]. 전체 모델 중 동적특성은 각 

부분모델의 동적모델의 조합으로 구성한다는 전제조건으로 Mode Based Reduction의 

종류 하나이다[20]. 처음에는 Hurty[21,22]와 Gladwell[23]에 의해 처음시작이 되었고, 

이때 CMS라는 용어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후에 Craig Bampton과 Mac Neal, Rubin이 

이어 관련이론을 발전시켜왔다. 

그림 2.1 CMS 경계조건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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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의 전체모델을 부분모델로 나누고 경계조건을 정의하

는데, 그에 따라 질량행렬과 강성행렬을 재조합한다. 동적특성을 고려한 행렬방정식

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g g g g gM u K u f+ =&& ························································································ (2-15)

  

s c

b

g T
c

M M
M

M M
=
é ù
ê ú
ë û , 

s c

b

g T
c

K K

K K
K

é ù
= ê ú
ë û,

s

b

g

u

u
u

é ù
= ê ú
ë û , 

s

b

g

f

f
f =

é ù
ê ú
ë û

  여기서 ()&& 은 시간에 대한 미분값 d2()/dt2를 의미한다. 변위행렬은 변환행렬을 이

용하여 재조합하면, 수식(2-16)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s s

b b

g

u

u u

q
u T

é ù é ù
= =ê ú ê ú
ë û ë û

1

0
s s c

b

K K
T

I

-
F -é ù

= ê ú
ë û ······················································ (2-16)

  전체모델 중 부분모델 2개로 분리한다고 가정하면, 질량행렬에 대한 행렬강성은 

수식 (2-1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b
I 는 단위행렬을 의미한다. F는 고유

치벡터의 행렬을 의미하고, q는 일반 좌표계의 벡터를 의미한다.

(1) (1)

(2) (2)

(1) (2)

0

0
s c

s c

T T
c c b

M

M M

M M

M M M

=

é ù
ê ú
ê ú
ê ú
ë û

·········································································· (2-17)

  여기에, 재조합된 강성행렬과 부분구조들의 고유벡터를 이용하여 변환행렬을 생

성한다. 그리고 모델축소를 위해 고차모드를 제외하고 저차모드만 사용한다. 실질적 

기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차모드에 의한 영향은 거의 없는 편이다. 특히나 본 연

구과제에서 개발하는 카울 크로스멤버의 경우, 1, 2차모드에 대한 중요성이 큰 부품

이다. 

  경계조건 중 변위행렬에 대한 수식은 (2-19)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수식(2-16)에

서 변환행렬 T에서 1열은 부분모델의 고유벡터행렬에 해당하고, 2열은 경계조건 모

드에 해당한다. 즉 부분모델의 고유벡터행렬은 수식(2-18)과 같다. 

( ) ( ) ( ) ( )[ ]( ) 0
0
s k k k k

s i s iK Ml f
Fé ù

= - =ê ú
ë û ····························································· (2-18)

1
s b b b c bu q K K u-= F - ···················································································· (2-19)

  여기서, 위 첨자 k값은 부분구조물의 순차번호를 의미하고, l는 고유치값, f는 

고유치 벡터를 의미한다. 저차모드만 고려하여 생성된 변환행렬을 이용하여 질량행

렬 M과 강성행렬 K의 자유도를 축소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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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0
d r s c

b

K K
T

I

-é ùF F -
= ê ú
ë û ············································································ (2-20)

1

0
d s c

reduced

b

K K
T

I

-é ùF -
= ê ú
ë û ··························································································

s s

b b

g

u

u u

q
u T

é ù é ù
= =ê ú ê ú
ë û ë û , 

d

b

reduced reduced
u

q
u T

é ù
= ê ú

ë û ········································ (2-21)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M u K u f+ =&& ························································ (2-22)

T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M T M T=

T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K T K T=

d

b

reduced
u

q
u

é ù
= ê ú
ë û , 

s

b

T
reduced reduced

f
f T

f

é ù
= ê ú

ë û

  여기서, 아래 첨자 d는 Dominant를 의미하고, r은 Residual을 의미한다.

2.1.4 Enhanced Craig Bampton Method 

  Enhanced Craig Bampton Method는 Craig Bampton Method중 고차모드까지 고려하

여 고유치값의 에러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처음에는 변환행렬에 증진된 

모델로 연구가 시작이 되었지만, Original Craig Bampton 방법으로는 변환행렬을 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 그러나 기존의 Guyan Reduction방법에서 더 발전시켜 

Dynamic Term을 더 발전시켜 고차모드의 오류를 극복하는 Enhanced Craig Bampton 

Method를 개발하였다[24].

  수식적 풀이를 위해 수식(2-20)과 (2-21)를 풀어서 쓰면, 아래와 (2-23)과 같고, 

(2-23)의 수식에서 (2-24)의 수식을 얻을 수 있다.

s

b

d

g r

b

u

u

q

u T q

u

é ù
é ù ê ú= =ê ú ê úë û

ê úë û

1

0 0
d r s c

b

K K
T

I

-é ùF F -
= ê ú
ë û ········································· (2-23)

2

2

d
M K u f

dt

é ù
+ =ê ú

ë û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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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gM T M T= , 

T
gK T K T=

2^

_2

2 2^

2 2

2 2 2^ ^

_2 2 2

0

0

d c reduced

T
r

T T
b bc reduced

d
M

dt

d d
M K D

dt dt

d d d
M D K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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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 ù
Lê ú

ê ú
ê ú

+ = Lê ú
ê ú
ê ú

+ê 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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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q

u

é ù
ê ú=
ê ú
ê úë û , 

0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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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
f T

f

é ù
= ê ú

ë û

  여기에 각각 부분행렬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2d d d

d
I

dt
L = L , 

T
d d s dKL = F F , 

T
d d s dI M= F F (2-25)

1
_ [ ]T
c reduced d c s s cM M M K K-= F -

2^

2r r r

d
I

dt
L = L

, 
T

r r s rKL = F F , 
T

r r s rI M= F F

1[ ]T
r c s s cD M M K K-= F -

^
1 1 1 1T T T

b b c s s s c c s c c s cM M K K M K K M K K K K M- - - -= + - -

^
1T

b b c s cK K K K K-= -

  여기서 수식(2-24)에서 f =0 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rq 값을 얻을 수 있다. 

1 2^

2rr b

d
q Du

dt

- é ù
= -L ê ú

ë û ···················································································· (2-26)

  그리고 이 수식(2-26)을 (2-23)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다. 

2 ^
1 1

2
[ ]s d d s c b r s s c c b

d
u q K K u F M K K M u

dt
- -=F - - - +

···························· (2-27)

  여기서, 왼쪽의 
1

d d s c bq K K u-F - 까지가 Original Craig Bampton Method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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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2
[ ]r s s c c b

d
F M K K M u

dt
-- + 이 추가적인 Term이 된다. 

  여기서 
^

rF (부분구조물의 잔류유연체(Residual Flexibility))은 다음과 같다.

1 2^ ^
1

2
[ ]T T

rr r r r r r r

d
F I

dt

-
-=F L F =F L + F

················································· (2-28)

  위에서 시간미분에 대한 Term을 Harmonic Response 형태로 -l로 대체하면, 
^

rF 은 

다음과 같이 근사화 할 수 있다.

^
1

1 2

[ ] T
r r r r r

T T
r r r r r r rs rm

F I

F F

l

l l

-

- -

= F L - F

» F L F + F L F = + ············································· (2-29)

  여기서 rsF 는 정적파트를 의미하고, rmF 은 동적파트를 의미한다. 여기서 고차모드

를 제외하고 Dominant한 정적파트로 수식(2-27)을 다시쓰면, 다음과 같다.

1 1
_

1 1

[ ]s s reduced d d s c b rs s s c c b

T
rs s d d d

u u q K K u F M K K M u

F K

l- -

- -

» = F - - - +

= -F L F · (2-30)

  수식(2-23)에서 수식(2-30)을 대입해서 _s reducedu 사용하면, 아래와 같이 변위축소행

렬과 변환행렬을 얻을 수 있다. 

_ 1_ p_g g reduced reduced reducedu u T u» =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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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출성형 해석 특성

2.2.1 사출성형 해석 개요

  사출성형공정은 개발 중 빈번한 금형 수정으로 인해 금형의 품질이 저하되며 금

형 제작비용이 상승한다. 사출성형의 특성상 제품의 결함은 시험사출이나 생산과정

에서 밝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 결과 품질의 균일성 확보가 어렵고 문제 해결에 

많은 비용이 들며 시행착오의 반복으로 개발기간이 연장되어 제품생산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Computer Aided Engineering(CAE) 기술을 접목시켜 사용하면 

제품이 제조되기 전에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예상되는 모든 문제점들을 미리 분석

하여 최적의 설계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종래의 방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설계

변경, 금형수정, 시험사출 반복 등으로 인한 시간 낭비와 비용지출을 방지할 수 있

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25,26]

  CAE는 제품 개발 중에 불확실 요인을 검증된 이론과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

석,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최적 설계를 이루는 기술이다. 제품설계는 물론 제품

이 개발되고 제조되는 전체 과정을 최적화 하고 제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형설

계와 가공, 사출성형기의 효과적인 운전과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을 고려한 능동적인 선

택이 포함된다. 설계도를 토대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종 제품의 강도나 기타 

성능 면에서 설계자가 의도했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설계된 

제품모델을 실제로 제작하기에 앞서 컴퓨터 안에서 수치해석을 통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적화 설계를 구현하는 시스템이 CAE라고 할 수 있다.[27,28]

  CAE의 효과는 CAE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비교하면 극명하게 대비된다. 

보편적인 사출성형 제품 제조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다. 제품이 대형화되고 높은 정밀도가 요구될수록 시행착오를 범할 가능성은 증

가한다. 이는 곧 개발기간의 지연과 제품의 원가상승으로 이어져 경쟁력을 떨어뜨

리는 원인이 된다.[29]

  최근에 사출성형해석은 제품의 경량 단순화, 신소재의 등장, 단납기 추세에 비추

어 볼 때, 경험에 의한 시행착오적인 방법으로는 제품 개발의 납기 지연, 원가 측면

의 손실 및 품질저하로 기업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사출성형해석 전용시

스템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적재료의 선정에서 금형설계 양산단

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컴퓨터를 통해 검증함으로서 최적의 설계변수와 

공정조건을 결정하고 성형불량의 진단 및 해결을 할 수 있다.[30,31]

본 연구에서는 상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Moldflow를 이용하여 사출금형에 알루미

늄바를 두고 사출성형해석하는 방식으로 사출해석을 통해 성형조건에 따른 복합소재의 

형상 및 성형최적 조건(충진시간, 형체력, 사출압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충전, 냉

각, 보압, 취출 후 제품 변형에 대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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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사출성형 해석 유동 지배 방정식(Flow Governing Equations)[32]

  (1) 연속 방정식 (Conservation of Mass)

  연속 방정식의 물리적 의미는 질량보존의 법칙으로, 어떤 유로를 흘러가는 유체

인 경우 유로의 어느 단면에서나 흘러가는 유량(Flow Rate)이 향상 일정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체인 경우는 재료가 변형되면서 서로 분리되거나 이탈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ρ는 밀도, t는 시간, v는 속도이다.




 ∙∇∇∙   ······································································ (2-32)

  (2) 운동 방정식 (Conservation of Momentum)

  운동 방정식은 고체가 힘을 받아 변형을 일으키는 상황이나, 유체가 힘을 받아 

유동하는 상황을 지배하는 방정식이다. 다만 고체와 유체에서의 응력의 방정식, 즉 

구성 방정식이 다르며, 이 운동 방정식에서 밀도가 일정하고 점도 가 일정하다면 

이는 Navier-Stokes 방정식 이다.




 ∙∇ ∇ ∇∙∇∇   ··················· (2-33)

  (3) 에너지 방정식 (Conservation of Energy)

  열의 이동을 지배하는 방정식은 아래와 같고, 여기에는 대류(Convection)에 의한 

열의 이동과 전도(Conduction)에 의한 열의 이동이 계산된다. 유체의 점성유동에서 

기인된 열, 즉 전단발열(Shear Heating)도 계산되며, Cρ는 비열, T는 온도, k는 열전

도도, 는 점도, 는 전단율, P는 압력이다.




 ∙∇  


∙∇ ∇∙   ·················· (2-34)

  (4) 버블 성장 모델링 (Bubble Growth Modeling)

  뮤셀의 사출성형시 가스가 주입될 때 유체가 성장하고 확산에 의해 계산된다.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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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Pg : Pressure inside bubble P : The melt pressure

σ : Surface tension Rg : Universal gas constant

R : Radius of the bubble R0 : Initial radius of bubble

2.2.3 플라스틱의 거동

  (1) 점도(Viscosity)의 정의

  플라스틱의 점도는 플라스틱이 흐를 때 이 흐름에 대해 느끼는 저항을 의미한다. 

그림 2.2와 같이 책상위에 용융된 플라스틱이 있고 넓은 평판을 살짝 올려놓은 상

태에서 v의 속도로 움직일 때 책상 면과 넓은 평판 사이에 유체는 아래 그림과 같

이 속도 장을 만들며 평판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림 2.2  상대속도 편차를 나타내는 전단율(Shear Rate)

  힘이 평판 바닥과 평행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평판 면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

직이므로 여기서 작용된 응력은 전단 응력이 된다. 이러한 전단 응력에 의해 형성

된 플라스틱의 속도 장은 고정된 평판과 닿고 있는 플라스틱의 속도가 0이고, 속도 

V로 움직이는 위판과 닿고 있는 플라스틱의 속도는 미끄럼이 없다는 가정하에 V이

다. 이 때 용융 플라스틱의 내부에는 속도의 기울기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수식

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 (2-37)

여기서 h는 두 평판 사이를 균등하게 잘랐을 때 위 그림에서 책상 면과 넓은 

판을 동일 간격으로 (6개로 나눔) 그중 한 개의 거리이다. 만약 더 큰 힘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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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을 당기면 속도 v가 더 커지게 되므로 속도 기울기 는 더 커진다. 

∝ ············································································································ (2-38)

  만약 전단응력과 전단 속도 관계가 선형으로 비례한다면 비례상수를 도입하여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    ················································································ (2-39)

  (2) 전단 유동(Shear Flow)

  플라스틱 수지는 사출 성형 공정 중에 금형 내부에서 층류 유동과 전단 유동을 

한다. 유체 입자들이 평행을 유지하는 직선의 유로를 따라 움직이고(층류 유동) 흐

르는 방향으로 미끄러지며 흐르기(전단 유동)도 한다. 평판 제품일 경우 아래 그림

과 같이 중심층의 수지는 선단에서 표면층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유동 선단은 표면

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표면 불량의 주요 원인은 유동 선단의 속도와 온도

가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림 2.3 전단 유동과 층류 유동의 플라스틱 흐름

  그림 2.4는 제품의 두께방향으로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심층의 속도가 가장 빠

르지만 속도 차이는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처럼 작고 표면층 근처의 속도 편차는 매

우 크다. 그래서 아래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속도의 기울기를 나타내

는 전단율을 보면 중심층은 작고 유동층과 고화층의 사이가 최대가 된다.

그림 2.4 두께방향으로 속도 차이 및 전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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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점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온도, 전단율, 압력

  플라스틱 수지의 점도는 온도에 의존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점도는 낮아지고 온

도가 낮을수록 점도는 높아진다. 이는 높은 온도로 인해 고분자 상호간의 간격이 

넓어지고, 상호 결합력도 낮아져 흐름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점도의 온도 의존성은 다르지만 플라스틱의 점도는 전단

율에 영향을 받는다. 전단율에 의하여 흐름 방향으로 배향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흐름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전단율 증가에 따라서 수지의 점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전단 담화 또는 전단 박하(Shear thinning)현상이라고 하고, 이 현상

으로 제품의 두께가 얇은 박판 제품을 사출할 수 있다.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 전단율 의존성도 다르지만 플라스틱의 점도는 압력에 영

향을 받는다. 압력이 높을수록 점도는 높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점도는 낮아진다. 

이것은 높은 압력으로 인하여 고분자 상호간의 간격이 좁아지고 밀도가 높아져서 

흐름성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수지의 점도는 낮은 압력 영역

에서는 압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높은 압력 영역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는

다. 아래는 본 연구에 사용된 Moldflow에서 열가소성 수지의 점도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Cross-WLF 모델이고, 수지의 점도를 모든 온도, 압력, 전단율 조건에서 측

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 조건에서의 점도를 필요한 갯수만큼 측정하고 그 측정값을 

이용하여 아래 수식의 상수 값들을 계산한다. 측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는 완성된 Cross-WLF 점도 거동 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 (2-40)

2.2.4 사출성형 해석 금형 구현

  사출 금형은 플라스틱의 특성인 가소성을 그대로 이용하여 3차원 형상의 자유로

운 성형이 가능하다. 또한 전사성이 좋기 때문에 금형 표면의 다듬질 정도가 그대

로 반전되어 제품의 외관 면이 되어 표면이 미려하거나 타 재질의 느낌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대부분 성형품이 그대로 제품이 되어 여러 공정을 거쳐 만들 작업을 

한번에 만들어 낼 수 있으며 형체력, 사출압력 모두 고압이 적용되어 반복적인 하

중이 적용되어 금형의 내압 강도가 중요하다. 용융 수지는 고화할 때 수축하며 재

료마다 다른 수축율을 고려하여 금형의 치수가 결정된다.

  (1) 파팅 라인(Parting Line)

  사출 금형은 주로 두 개의 요소로 나뉘는데 아래 그림 2.5와 같이 고정측과 가동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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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팅 라인을 기준으로 나눈다. 파팅 라인은 성형품을 금형에서 빼내기 위하여 고정측 

형판과 가동측 형판이 열릴 때 분할되는 기준선을 말한다. 이 파팅 라인의 위치는 성형

품의 가치 및 금형 설계와 제작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일

반적으로 파팅 라인은 런너나 게이트가 가공되는 면으로 금형 면을 따라 일직선으로 적

용되지만, 제품의 기능 및 형상에 의존하며 계단형상이나 곡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림 2.5 금형의 파팅 라인

  (2) 핫런너 시스템(Hot Runner System) 및 콜드런너 시스템(Cold Runner System)

  금형에 스프루, 런너, 게이트를 직접 가공하여 금형을 제작하는 경우를 콜드런너 

시스템이라고 한다. 이때 스프루, 런너 등은 비교적 제품의 살두께 보다 두꺼워 사

이클타임이 길어지는 주된 요인이 된다. 또한 이들을 분쇄하여 다시 성형을 할 경

우 성형성 저하 및 기계적 강도 저하로 인한 제품에 크랙이 쉽게 갈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그림 2.6의 핫런너 시스템이다. 런너부와 게이트

부에 가열장치를 부착하여 용융 수지를 항상 케비티 내에 주입할 수 있는 매니폴드

(Manifold) 방식으로 런너를 가열실린더의 일부분으로 취급한다. 장점으로 다점 게이

트가 가능하며, 런너의 압력손실은 줄일 수 있지만, 단점으로 수지의 제한이 있으며 

금형 두께가 커지고 구조가 복합하며 금형의 온도 조절이 까다롭다. 그 외에도 사

출기의 노즐을 길게 만들어 금형의 스프루 부분을 대신하는 익스텐션 노즐

(Extension Nozzle) 방식과 런너의 지름을 크게 해서(20~25 mm) 외부는 냉각 고화된 

단열층이 되고 중심부는 용융상태가 되어 캐비티 내에 쉽게 주입 하도록 한 방식이 

인슐레이터 런너(Insulated Runner) 방식 등이 있다. 아래 그림 2.6은 핫런너 도면에 

따른 해석용 모델을 나타내었다.

  

그림 2.6 사출해석용 핫런너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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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게이트의 종류에 따른 해석 모델 구현

  그림 2.7의 다이렉트 게이트(Direct Gate)는 제품에 직접 스프루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스프루 게이트(Sprue Gate)라고도 한다. 게이트가 급속하게 굳어지도록 게이

트의 단면적을 좁히지 않아 사출압력을 줄일 수 있고 금형 구조가 간단하다. 스프

루의 고화시간이 길어 사이클 타임이 타 게이트에 비해 높은 편이며 게이트의 후가

공이 필요하다. 공정 조건에 따라 잔류응력은 높게 발생시킬 수 있어 변형 및 크랙 

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 성형성은 매우 뛰어나 모든 사출 성형재료에 적용 할 수 

있다.

그림 2.7 다이렉트 게이트 형상

  그림 2.8의사이드 게이트(Side Gate)는 금형의 캐비티 형판에 직사각형의 홈을 파

서 제품의 측면에서 주입하는 게이트로 엣지 게이트 또는 표준 게이트가 있다. 게

이트 가공이 비교적 쉬우며 게이트 치수 변경도 쉽고 정밀하게 가공도 가능하다. 

거의 모든 플라스틱에 적용할 수 있다. 게이트의 두께는 성형품 두께의 1/3정도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게이트 랜드는 게이트 지름 또는 

길이와 같게 하는 편이다.

그림 2.8 사출해석용 사이드 게이트 형상

  오버랩 게이트(Overlap Gate)는 사이드 게이트와 동일하지만 성형품의 측면이 아

닌 평면부에 설치한다. 성형품에 플로우 마크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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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 대신 사용한다.

  그림 2.9의 팬 게이트(Fan Gate)는 금형 캐비티를 향해 끝을 넓게 한 부채 모양을 

하고 있어 면적이 큰 평면 형상의 성형품을 성형하는데 있어 기포나 플로우마크의 

발생 없이 균일하게 충전시키는데 좋다. 게이트 부근의 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게이트 절단이 복잡하고 흔적이 남는다.

그림 2.9 사출해석용 팬 게이트 형상

  그림 2.10의 필름 게이트(Film Gate)는 성형품의 폭을 같은 길이로 하고 두께를 

얇게 한 게이트로 플래시 게이트 또는 슬릿 게이트라고도 한다.

그림 2.10 사출해석용 필름 게이트 형상

  디스크 게이트(Disk Gate)는 원통 형상의 성형품의 구멍 중앙부에 스프루를 붙여 

구멍 주위에 전면으로 성형재료를 주입하는 얇은 원판상의 게이트 이다.

  그림 2.11의 핀 포인트 게이트(Pin Point Gate)는 성형품의 어느 부위든지 게이트를 설

치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되며 다점 게이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게이트의 단면적이 

작아 유동 저항이 커 저점도 플라스틱을 사용한다. 게이트의 위치를 제한받지 않으며 자

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게이트 부근의 잔류응력이 적다. 다점 게이트로 할 수 있어 수

축 및 변형을 적게 할 수 있으며 3단 금형으로 구성하여 게이트 자동 절단이 가능하다. 

압력 손실은 게이트 부근에서 큰 편이며 게이트 최소 부 직경은 0.25~1.5 mm를 적용하고 

있다.

그림 2.11 사출해석용 핀 포인트 게이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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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의 서브마린 게이트(Submarine Gate)의 런너는 파팅 라인에 만들고 게이

트는 캐비티 또는 코어의 내외부로 뚫어서 주입 되도록 한 것으로 터널 게이트라고

도 한다. 게이트 방식은 핀 포인트와 유사하여 게이트 자국을 작게 할 수 있으며 

측면 또는 이면에 만들 수 있다. 게이트는 금형이 열리면서 절단되며 핀 포인트 게

이트에 비해 금형 구조가 간단한 2단 금형으로 제작할 수 있다.

그림 2.12 사출해석용 서브마린 게이트 형상

  그림 2.13의 바나나 게이트(Banana Gate or Cashew Gate)는 터널 게이트가 커브 

형태로 만들어 진 것으로 게이트를 사출 위쪽이나 옆에서 사용이 불가할 때 사용한

다. 제품에 손상을 줄일 수 있으며 서브마린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바나나 게이트는 

자동으로 분리되는 장점이 있다.

그림 2.13 사출해석용 바나나 게이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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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출성형 공정 및 사출결함 특성

2.3.1 사출성형 공정 특성

  사출성형공정(그림 2.14)은 고분자를 용융시켜 금형의 캐비티(Cavity)에 높은 압력

을 가하여 채워 넣음으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사출성형공정

은 가소화 단계, 충진 단계, 보압 단계, 냉각 단계, 취출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

정변수로는 사출온도, 금형온도, 사출압력, 보압 등이 있다.

(1) 충전과정 (2) 보압과정

(3) 냉각 및 가소화과정 (4) 취출과정

그림 2.14 사출성형 사이클

  가소화 단계(Plasticization Phase)는 플라스틱 재료에 열이나 압력을 가해 유동하기 

쉽게 만드는 것을 가소화 또는 계량이라 한다. 고체상태의 고분자가 호퍼에 주입되

고 흘러 실린더내의 스크루의 전단력과 히터의 열로 인해 용융되는 단계를 가소화 

단계라고 한다. 공정인자는 재료의 온도 및 계량 속도, 스크루 회전수, 배압, 배럴 

온도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충진 단계 (Filling Phase)는 스크루의 회전이 멈추고 유압실린더가 작동되면서 스

크루가 직선 운동을 하는데 실린더 끝은 노즐을 통하여 수지가 금형으로 이동한다. 

수지는 스프루(Sprue), 런너(Runner), 게이트(Gate), 캐비티(Cavity) 순으로 흘러 들어

간다. 이와 관련된 공정인자로서는 배럴(Barrel)온도, 사출압력, 사출속도, 사출시간 

등이 있다. 배럴온도는 수지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용융수지의 충전이 어려운 얇

은 성형품, 제품형상이 크고 유동거리가 길 때나 표면 광택이 요구될 때는 일반적

으로 배럴온도를 높게 설정하여 유동저항을 작게 한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높이는 

것은 수지의 열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출압력과 사출속도는 

캐비티 내의 수지온도, 밀도, 표면광택, 성형수축, 잔류응력 등의 발생에 영향을 미

침으로 사출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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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온도와 전단률의 변화에 따른 점성의 변화와 실제 압력과 온도에서 제품의 

형상을 고려한 유동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15와 같이 금형의 캐비

티 내 유입된 수지는 금형의 차가운 벽에 접촉하여 그 벽면을 따라 고화층(Frozen 

Layer)을 형성하게 되며, 더 이상의 유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림 2.15 캐비티 내 수지의 유동선단

보압 단계(Holding Phase)는 금형 내에 들어간 수지가 용융상태에서 식으면서 부

피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것을 보충해 주는 압력을 보압 또는 유지 압이라 한다. 적

정한 보압 과정은 체적 수축의 보상과 역류 방지뿐만 아니라 성형품 내부의 압력분

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게이트에서의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

다. 보압이 낮게 작용하면 성형품의 표면에 싱크마크나 내부에 기포가 발생, 수지가 

역류하여 수축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너무 높은 보압이 작용하게 되면 플래시

(Flash)현상이 발생하므로 보압의 세기와 유지 시간이 적정하게 작용되어야 한다. 게

이트가 고화할 때 까지 작용하는 보압은 냉각과 함께 성형품의 변형, 수축률, 내부

응력등 물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아직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34].

냉각 단계(Cooling Phase)는 금형 내에 들어간 용융된 상태의 플라스틱을 고체 상

태로 만드는 것을 냉각이라 하며, 냉각시간은 사이클 타임에서 70~80%를 차지 할 

정도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냉각단계와 관련된 성형인자로는 금형온도와 냉각

시간이 있다. 금형을 냉각시킨다는 것은 고온으로 주입된 수지의 온도를 금형 밖으

로 배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냉각수는 항상 금형 내부를 순환하고 있어야 한다. 

냉각은 금형의 냉각수 라인으로 냉각이 진행되며 금형 벽면을 통하여 대류와 복사

가 진행되어 제품 취출 가능 온도까지 온도를 내린다. 충분히 냉각하면 성형품의 

변형을 작게 할 수 있으나 사이클 시간이 길어지고 금형으로부터의 제품 취출이 좋

지 않게 된다. 냉각시간이 짧을 경우에는 성형품이 충분히 고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형에 의한 외력으로 변형을 일으키거나 치수 안정성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금형

이 열릴 때 이미 변형되어 재현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취출 단계(Ejecting Phase)는 냉각이 완료되면 금형의 캐비티 측과 코아(Core)측이 

분리되고 이젝터 장치가 제품을 밀어내어 제품을 취출 한다. 형개폐 과정은 최소화

하는 것이 좋으며 과도한 형개폐 시간은 불균일하고 과도한 냉각으로 제품 변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성형품의 품질저하에 영향을 주는 성형조건에 있어서는 수지온

도, 사출속도와 압력, 균일한 냉각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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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며 성형품의 형상, 크기, 사용재료에 따라 성형성은 더욱 복

잡하게 되어 각 성형품별로 표준화를 하여야 한다. 또한 밀핀의 힘 또한 제품 표면

의 변형 원인이 되므로 적절히 설정하여야 한다.

2.3.2 사출결함 특성

  성형불량은 사출성형기의 기능 부족, 성형조건의 부적절, 금형 자체의 결함, 원료

수지의 결함, 제품 설계상의 결함 등과 같은 원인으로 주로 발생하며 그 외의 원인

으로 발생 할 수 있다. 

  (1) 플로우 마크(Flow Mark)

  플로우 마크는 금형 내에서 수지가 흐르는 자국이 게이트를 중심으로 하여 얼룩

무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출성형 시에 캐비티 내에서 낮은 수지온도와 금형온

도, 낮은 사출속도로 인하여 수지가 균일하게 냉각하지 않고 고화하지 못하기 때문

에 발생하는 현상이며 용융수지의 흐름 흔적이 줄무늬 모양, 파상 또는 흐름 줄무

늬로 되어 나타난다. 플로우 마크 형성은 외부표면층의 냉각은 금형표면 근처의 유

동선단에 냉각을 일으키고 또한 낮은 사출속도에 의해 냉각이 되면 고화된 유동선

단의 수지가 바로 전의 유동에 장애를 줄 수 있다. 따라서 그 다음의 용융 수지가 

보통 때와 같이 금형표면으로 향하지 못하여 외부 층 부위가 금형벽면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플로우 마크가 형성된다. 그림 2.16읜 플로우 마크 발생 원인은 수지의 점

도가 너무 클 경우, 수지의 온도가 불균일할 경우, 금형온도가 부적합할 경우 등에

서 나타난다.

그림 2.16 플로우 마크 결함

  (2) 충진 불량 (Short Shot)

  그림 2.17의 충진불량은 성형품의 일부가 부족한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수지의 유

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형 전체에 수지가 미치지 못하여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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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 불량의 원인은 사출되는 수지 량이 너무 적을 경우, 에어벤트(Air Vent) 문제

로 수지흐름에 지장을 받을 경우, 사출압력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낮은 사출속도에 

의하여 수지 충진 시 유로의 고화가 빠를 경우, 금형온도가 낮아서 수지유로의 선

단부가 고화가 일어날 경우 등이 있다.

그림 2.17 충진 불량

  (3) 웰드 라인(Weld Line)

  그림 2.18의 웰드 라인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전단부가 만나거나 합쳐질 때 생

기거나 구멍부나 얇은 부위가 존재하는 성형품의 경우, 수지의 합류가 일어나거나 

제품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웰드 라인은 외관상 흔적을 남기며 일

반 사출 품과 다른 조직형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강도상의 많은 차이점을 가진

다. 웰드 라인의 원인은 수지의 흐름이 부족한 경우, 공기 또는 휘발분이 있는 경

우, 이형제에 의한 경우, 금형온도가 부적합할 경우 등이 있다.

그림 2.18 웰드 라인 불량

  (4) 싱크마크(Sink Mark)

  그림 2.19의 Sink Mark는 성형품의 외측 벽이 불충분한 냉각 때문에 충분히 안정

되지 못하면 냉각 응력에 의해 표면층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결함이다. 이것은 

수지의 성형수축에 의한 것으로 제거하기가 곤란하다. 싱크마크의 형성 원인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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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내에서 수지의 고화가 너무 늦을 경우, 유효 보압 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 금형

내의 유동저항이 너무 높기 때문에 충분한 보압이 전달되지 못한 경우, 제품두께가 

균일하지 못할 경우 등이 있다.

그림 2.19 싱크마크 결함

  (5) 제팅 마크(Jetting Mark)

  그림 2.20의 제팅 마크는 금형의 캐비티 내 수지 유동 선단이 미처 생기지 못하

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제팅 마크의 형성과정은 수지 줄기는 게이트에서 시작하여 

제어되지 않는 운동 하에 캐비티 내로 들어가고 수지 줄기는 어느 정도 냉각되어 

나머지 수지와 불균일하게 융합되어 발생한다. 제팅 마크의 생성 원인은 수지의 점

도가 높을 경우, 금형온도가 부적절한 경우, 금형설계가 부적절한 경우 등이 있다.

그림 2.20 제팅마크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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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알루미늄 합금 및 압출 특성

2.4.1 알루미늄의 합금 및 조직 특성

  알루미늄(Al)의 경량성은 스틸 비중의 7.87에 대해 2.7로 약 3배 정도 차이가 있

다. 대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표면에 얇고 치밀한 산화피막을 형성하고 압출, 압

연, 단조, 성형 등의 소성가공이 용이한 소재 이다. 열 및 전기 전도성은 스틸 대비 

5배 정도 우수하며 자장의 영향을 받지 않아 초정밀 전자제품 및 안테나 등에 적용

이 되고 있다. 저온에서 강도는 취성파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LNG탱크나 우주개

발분야 등에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금속에 비해 가스 방출이 특히 적어 진공관련 

부품에 적용되기도 한다. 알루미늄의 물리적 성질로 원자번호는 13, 원자량 26.98, 

결정구조는 면심입방구조(FCC), 융점은 660℃, 비점 2060℃, 밀도 2.698g/cm3 알려져 

있다.

  금속의 결함으로 인해 금속이 가진 이론적 강도에 비해 낮다. 그림 2.21과 같이 

결함은 점, 선, 면, 체 결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점 결함은 열처리 등의 공정으로 

인해 원자 내 공공(Vacancy), 격자간 원자(Interstitial), 불순물(Impurity) 등이 있다.

그림 2.21 점 결함 요소

  선결함은 소성가공 및 가공경화 등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전위(Dislocation)로 

나타나며 칼날전위와 나선전위가 있다. 면결함은 실리콘 웨이퍼 등에서 발생하며 

체결함은 발포금속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기공 및 개재물(산화물, 황화물) 

등이 포함된다.

  금속의 결함에서 전위는 전단응력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 금속원자구조의 정렬상 

생기는 결함으로 실제 강도와 차이를 설명하는 중요함 결함이다. 이는 전단력이 발

생하며 금속 내 전단응력이 발생하고 이때 외력의 전단력이 크게 되면 전위가 시작

하게 되는데 이후 외력의 전단력이 작아지더라도 전위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다. 그림 2.22와 같이 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기계적 성질과 전기전도도 등은 격자구

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융점, 비열, 열팽창, 탄성계수 등은 격자구조에 둔감한 성

질이다. 전위 밀도(단위부피당 전위의 총길이)는 소성변형을 받을수록 증가하며 상

온 최대 전위밀도 –106/cm2, 65% 변형후의 전위밀도는 약 1010/cm2 ~ 1011/cm2로 변

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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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전단력을 가할 때 칼날전위 모드

  가공경화(Work Hardening)는 전위가 많아지면 서로 간섭하여 얽히고, 결정립계, 

불순물, 개재물 같은 것들에 의해 움직임이 방해된다. 이러한 작용에 의해 슬립에 

필요한 전단응력을 증가시킴으로 강도를 증가시킨다. 

그림 2.23의 알루미늄의 빌렛 제조 공정은 인곳(Ingot)을 용해로에 넣고 용해하게 

되는데 알루미늄 A6061의 경우 규소(Si), 마그네슘(Mg), 기타 구리(Cu), 크롬(Cr), 티

타늄(Ti) 등을 용해로에 함께 넣게 되면 알루미늄 합금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와 같

이 용해로에서 합금화 및 필터링하여 주조한 다음 냉각하면 주조 빌렛이 만들어 진

다. 주조 빌렛의 경우 조직이 조대하고 불균일하기 때문에 균질화 작업을 거쳐 일

정 길이로 절단하게 되면 알루미늄 빌렛이 된다.

그림 2.23 알루미늄의 빌렛 제조 공정

  알루미늄 합금의 응고는 주조에서 주조 빌렛 사이의 과정을 말하며 이러한 응고 

과정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이 된다. 알루미늄 합금의 응고과

정에서 금형(Mold)의 벽 측 냉각면(Mold Wall)에서는 방향성 수지상정(Columnar 

Dendrites)이 성장하게 되고 금형의 중심부에서는 등축 수지상정(Equiaxed Dendrite)

이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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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알루미늄 합금 응고 과정

  그림 2.24의 알루미늄 합금의 응고 과정은 금형 내에서 이루어지며 이후 동반되

는 과정은 결정이 형성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합금 조직이 결정되게 된다. 이는 합

금의 응고 과정에서 결정핵이 생성하게 되고 결정성장을 거쳐 응고 되는데 응고가 

완료 되면 그림 2.25(d)와 같이 결정립계가 형성된다. 결정립은 하나의 결정핵으로

부터 성장한 결정격자의 집합체이고 결정립계는 결정립의 경계면이 생성된다. 이때 

석출상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규소, 구리, 아연 등의 화합물이 석출된 상이 나오게 

된다.

  수지 상정간 공공(Interdendritic Cavities) 미세화는 과도한 수소를 함유한 용탕의 

응고 시 생성하게 되는데 이는 균질화로 제거가 불가능하고 균질화로 인해 작은 크

기의 원형 공공(Pore)이 재형성 및 재배열되게 되며 수소 공공은 압출 시 블리스터

(Blister)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림 2.25 알루미늄 합금 결정립 성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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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합금의 빌렛의 균질화는 미세 편석(Microsegregation) 제거와 석출상 분

해 및 재석출을 하고 빌렛의 내부 잔류 응력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석출상 분해는 

합금원소의 고농도상은 분해되어 주변(Matrix, 기지조직)으로 흡수됨으로써 용질원자

를 고르게 분포하고 기지조직의 균질화 온도에서 안정상이 재석출하게 된다.

  알루미늄 합금은 고용경화의 비열처리용과 석출경화의 열처리용으로 크게 구분된

다. 그림 2.26과 그림 2.27에서 보듯이 1XXX, 3XXX ~ 5XXX계열의 알루미늄은 일

정한 연성을 가지는 소재로 전기, 공조, 판금재료, 용접봉, 선박용 재료, 자동차 판

단 재료 등으로 사용되며 2XXX, 6XXX, 7XXX계열의 알루미늄은 구조용강으로 항

공기 구조재, 건축용 구조재, 방산용 재료 등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품의 

특성상 구조용 재료로 사용되는 강으로 6063, 두께 5mm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였

다. 이소재는 성형성, 내식성, 표면처리성이 우수하고 적정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림 2.26 알루미늄 합금의 분류 및 특성

  6XXX계열의 알루미늄 합근의 대부분은 마그네슘과 규소가 잘 조화되어 설계되어 

있다. 합금별 마그네슘과 규소 조성 범위의 그림2.28은 철(Fe)의 함량이 0.16%일 때

를 전제로한 분할선의 기울기이다. 첨가 함량의 변화에 따라 분할선의 기울기는 변

화 한다. 과잉 마그네슘은 기계적 성질의 증가보다 금속의 유동응력을 증가 시켜 

압출성을 저하시키게 되며 과잉 규소는 인공시효 효과를 촉진 시켜 제품의 강도를 

증가 시킨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6063 알루미늄은 특히 마그네슘과 규소의 함량 범위가 넓

은 소재이기도 하며 추후 냉각시 냉각속도가 빠르면 역효과가 없거나 미약한 수준

의 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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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6계열의 알루미늄 첨가원소의 영향

그림 2.28 6계열의 알루미늄 합금 조성범위

  6XXX계열 합금은 열처리용 합금으로 소성변형보다도 열처리에 의한 강도 증가가 

이루어지며 합금의 주요 원소는 마그네슘과 규소이며, Mg2Si의 석출에 의해 강화 

된다. 일반적인 석출과정은 S.S → GP zone(β″) → β′→ β(Mg2Si)와 같다. 여기서 

GP zone(β″상)은 봉상의 작은 Mg2Si 석출물로 조밀하게 분산되어 강도에 큰 영향

을 주고 β′상은 β″상보다 큰 봉상의 석출물로 강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

다. β상은 정방형의 큰 Mg2Si 석출물로 강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

그림 2.29 6063 알루미늄 합금의 석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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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  및 압출 금형 특성

  (1) 압출 성형 및 공정 특성

  압출(Extrusion)성형은 금속 소재를 이용하여 각종 형상의 봉재, 관재, 선재 등으로 

제작할 때 소재를 가열한 후에 강한 압력으로 금형을 통과시켜 소성변형 시키는 기

술이다. 압출분야는 구조재료에 사용되는 금속소재 가공기술이며 소성변형의 일종

으로 자동차, 조선,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금속재료의 중간재 생산 기

술이다.

  압출은 그림 2.30과 같이 금속 블럭을 고압하에서 작은 다이 공(Hole)을 통하여 

밀어냄으로써 단면을 수축시키는 공정을 말한다. 이공정은 주로 재료의 변형 저항

이 적은 온도 조건, 즉 열간에서 행하여지고 봉이나 관의 생산에 주로 이용되지만, 

연한 재료에 대해서는 불규칙적인 단면을 가진 긴 제품의 생산에도 이용 된다.

그림 2.30 압출 공정 

  압출성형법에는 압출 시 작용하는 힘과 압출되는 소재의 방향에 따라 직접압출법

과 간접압출법으로 나뉘며, 압출성이 낮은 소재에 적용되는 정수압 압출, 빌렛의 가

열이 필요 없는 Conform 압출법, 짧은 형의 관을 생산하는 충격압출법 등으로 구분

된다. 직접 압출법은 금속 빌렛을 컨테이너에 놓고 램(Ram)에 의해서 다이 공사이

로 밀어내는 압출법으로 압출되는 소재의 방향으로 힘을 가하므로 압출압력이 큰 

편이다. 간접압출법은 힘을 가하는 반대방향으로 소재가 압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컨테이너 벽과 소재사이에 운동이 없으므로 압출압력이 작은 장점이 있으나 압출품

의 크기가 제한적이며 빌렛 면삭이 필요한 단점이 존재 한다.

  압출공정에서 고려조건으로 압출압력, 공정변수, 기계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2.31). 여기서 압출압력은 한계선도를 볼 때 생산성을 고려할 경우 한계선도 

좌측으로 이동 된다. 압출비가 클수록, 복잡한 형상일수록 한계선도는 우측으로 이

동 된다. 표면 품질에 대한 한계선도는 연성을 가진 알루미늄인 경우 한계선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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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으로 이동 되고 고강도 합금의 경우 좌측으로 이동 된다. 기계적 특성에 대한 한

계선도는 조대한 석출물이 있는 경우 한계선도내에서 우측, 미세한 석출물이 있는 

경우는 좌측으로 이동된다. 표면 재결정층 생성 억제를 위한 출구온도의 제어는 재

결정층에 의한 피로특성 저하로 부품 내구성이 감소하고 빌렛, 컨테이너 및 금형 

예열 온도와 램 속도 조합이 필수적이다.

그림 2.31 압출공정의 고려조건 한계선도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 공정(그림 2.32)을 살펴보면 알루미늄 빌렛과 압출 다이 예

열을 한다. 빌렛을 압출 컨테이너에 삽입하고 압출을 하고 용체화 또는 퀜칭을 한 

후 스트레칭을 하고 원하는 길이로 절단을 하게 된다. 이후 에이징을 통해 표면처

리 등을 하게 되면 제품으로 생산된다.

그림 2.32 알루미늄 합금 압출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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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밀 압출 기술

  그림 2.33의 정밀 압출 기술은 압출 시 압출 초반과 후반 압출재의 온도 및 압출 

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하여 치수 및 기계적 특성을 확보 하는 기술을 말하고 여기에

는 등온 압출과 등속 압출이 있다. 기존의 압출 성형의 문제점은 압출 시 불균일한 

온도 분포에 따른 압출재의 미세구조 변화와 다이의 열 확장과 표면에 의한 압력에 

기인하여 다이의 편차 발생이 있고 압출재가 불균일한 기계적 특성 및 형상 치수가 

균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밀 압출 기술의 목적은 기존 압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밀제어 압출을 하기 위

함이다. 제품의 표면, 미세조직, 균일화 등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즉 압출속도, 압출

기 최대 압출압력 등의 향상을 위한 것이다.

그림 2.33 정밀 압출시스템의 원리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공정에서 성형과정 중 조직적인 변화가 크게 발생 하게 된

다. 이는 기계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며 제품의 품질에 많은 관련성이 있다. 알루미

늄 빌렛을 압출기 컨테이너에 넣고 알루미늄 소재를 압출 다이를 통과하게 되면 압

출 다이를 통과하는 소재의 조직은 컨테이너에 있는 알루미늄 소재보다 조직이 조

밀하게 된다. 또한 다이를 통과하는 소재뿐만 아니라 컨테이너의 다이 측벽에 의해 

조대한 조직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그림2.34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a와 b

에 비해 c, d, e, f의 조직이 조밀하고 a와 b의 경우 빌렛의 조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조직이 조대하게 되면 강성이 높아지고 연성이 낮아지

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압출성형을 하게 되면 조직적으로 조

밀해지기 때문에 기계적 성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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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압출 공정에서의 조직의 변화

  상온 소성변형 후 일정시간 동안 특정한 온도범위에서 열처리함으로써 소성변형 

전의 성질로 되돌아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그림 2.35와 같이 회복(Recovery), 재결

정(Recrvstallization), 결정립 성장(Grain Growth) 형상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회복은 알루미늄 압출공정시 전위의 재배열이 일어나고 이는 다각형화 현상이다.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발생하며 물리적 성질의 회복은 밀도와 전기저항 등이 있다. 

재결정은 새로운 결정립의 형성으로 대략 1/3 ~ 1/2 재결정온도이며 변형량이 클수

록 재결정온도는 낮다. 이유는 전위밀도와 축적에너지의 증가이다. 결정립 성장은 

온도가 높아지면 큰 결정립은 작은 결정립을 흡수하면서 성장하게 되며 기계적 성

질의 감소와 오렌지필(Orange Peel), 조직차에 의한 줄무늬, 압출조직과의 분리 등이 

있다.

그림 2.35 알루미늄 합금의 회복, 재결정, 결정립 성장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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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알루미늄 합금의 열처리 및 표면처리

  (1) 알루미늄 합금의 열처리

  알루미늄 합금의 열처리 공정은 보통 압출을 하고 용제화처리 및 퀜칭 또는 프레스 

퀜칭이 이루어지고 잔류응력제어 후 인공시효 또는 자연시효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알루미늄 합금에 미치는 시효(時效, Aging)처리는 열간가공이나 열처리 또는 냉각

가공 후 실온이나 실온 이상의 온도에서 기계적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처리를 말

한다. 여기서 시효처리의 역할로는 석출상에 의한 재질이 강화되고 석출상의 크기, 

분포 형상은 온도와 시간의 함수로 된다. 그림2.36은 알루미늄 합금 6061의 빌렛의 

조직을 나타내었다. 주조조직은 조대한 조직으로 분포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

며 550℃로 6시간 균질화 후 조직이 조밀해 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6 알루미늄 합금6061에 미치는 시효처리

  그림 2.37과 같이 알루미늄 합금의 열처리 공정에서 시효처리 시 지정 조건과 실

제 조건과의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는 시효처리 시 열전대의 온도와 제품의 

온도 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며 제품의 형상, 크기, 적재 방법 및 적재량에 따라 온도

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시효처리 시 지정 조건과 실제 조건과 최대한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효처리 

로(Furnace)의 열전대에 의한 온도편차 확인을 선행 하여야 하며 시효처리 제품이 

없는 공로 상태의 위치별 온도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품의 형상, 크기, 적재량에 

따른 조건을 확립하고 제품 장입 후 위치별 온도 측정을 한후 제품별 최적 적재 방

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때 제품의 최적 적재 방식은 공기 흐름을 고려하여 적재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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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시효처리시 지정조건과 실제조건과의 차이

  (2) 알루미늄 합금의 표면처리

  알루미늄은 산소와 반응성이 높아 자연적으로 산화피막(Al2O3)이 형성되어 내식성

이 우수하다. 피막두께는 10~100 Å로 피막은 절연체이다.

그림 2.38 금속의 부식과정

  금속표면처리는 그림 2.38과 같이 금속표면의 부식을 막기 위한 방식, 내마모성, 

내열 등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을 향상 시키는 동시에 금속 표면의 색채와 광택을 좋

게 하는 처리이다. 금속표면처리의 종류는 도금(Plating), 화성처리(Chemical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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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산화피막처리(Anodizing), 도장(Painting), 라이링(Lining), 표면경화(Case hardening) 

등이 있다. 여기서 도금은 다른 금속을 사용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전기, 

화학, 진공, 용융, 이온도금 등이 있다. 화성처리는 금속표면에 일종의 화학피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화학피막은 인삼염 피막처리, 크로메이트, 착색 등이 있다. 양극산

화 피막처리는 전기화학적으로 산화피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주로 알루미늄 아노다

이징에 사용된다. 도장의 경우 금속의 표면에 도료를 칠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

인 방법이다. 라이닝은 금속으로 만든 탱크 등의 내면에 납판, 고무, 합성수지 등을 

피복시키는 방법이며 표면경화는 탄소나 질소 등을 침투시켜 표면의 물성을 향상시

키는 방법이다.

  그림 2.39의 금속표면처리를 위한 전처리 공정은 기계적 사상, 탈지, 에칭, 중화 

순으로 행하며 기계적 사상은 연마 및 숏 프라스팅 등이 있다. 이는 스크래치, 얼

룩, 피트, 다이스라인 제거로 균일한 표면을 형성할 수 있고 양극산화, 유기도장, 전

기도금의 전처리로 사용되고 있다. 탈지는 화학적 탈지로 용제, 에멀젼, 증기등을 

사용하고 윤활유, 구리스, 냉각액, 절단오일 등 유지분를 제거할 수 있으며 표면처

리 시 접착율을 높일 수 있다. 에칭도 탈지와 같이 화학적으로 표면을 고르게 부식

하는 과정을 말하며 이는 표면산화물을 제거하여 균일한 표면층을 생성할 수 있다. 

중화는 스머트(Smut)를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질산과 황산 등을 사용하고 

에칭 후 표면 잔류물 제거에 용이하다.

  금속표면처리의 착색 종류로는 염색과 자연발색, 전해 착색, 간섭칼라 등이 있다. 

여기서 염색은 무기 및 유기질 염료에 침적하여 착색하는 방법이고 자연발색은 합

금원소의 영향으로 발색하며 이는 양극산화막에서 규소결정의 차단효과를 가진다. 

전해착색의 경우 금속염을 함유한 전해액에 교류 또는 직류 전압을 인가하며 양극

산화 기공의 바닥에 금속염을 석출시키는 방법이다. 간섭칼라는 양극산화된 기공의 

바닥을 확장 금속염을 함유한 전해액에서 교류 또는 직류 전압을 인가하여 확장된 

기공 바닥에 금속염을 석출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2.39 금속표면처리의 착색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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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알루미늄 합금의 압출 불량

  알루미늄 압출 공정은 압출, 금형, 빌렛, 후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등으로 크게 

나눌수 있으며 이때 공정별 발생하는 불량은 압출에서 35.9%로 가장 높은 수준이

다. 다음으로 금형 22.8%, 빌렛 13% 등으로 나머지는 10% 이하의 불량공정을 가지

고 있다. 

  (1) 압출재 중심부 균열 발생 불량

특징은 제품 중심부에 발생한 균열(그림 2.40)이므로 압출재의 단면의 검사시 나타

나고 대부분 압출방향과 평행하고 연속적으로 길게 발생한다. 미소균열의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발생되기도 한다. 발생 원인으로는 빌렛의 중심부에 균열이 존재 

할 경우, 압출작업 조건이 부적절할 경우, 금형 설계가 부적절할 경우로 나눌 수 있

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빌렛의 철저한 검사와 재질과 형상에 따른 최적의 압출 

조건으로 작업을 하여야 하며 원활한 공정이 될 수 있도록 금형설계를 하여야 한다.

그림 2.40 압출재 중심부 균열

  (2) 금형 라인(Dies Line) 발생 불량

  

  금형 베어링의 거칠기에 의해 압출재 표면에 압출 방향으로 나타나는 스크래치 

또는 선을 말한다. 특징은 압출재 표면보다 오목하게 들어간 것이 많으며 그림 2.41

과 같이 구분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 에칭, 연마 및 광택 작업 후까지도 존재하

기도 한다. 발생원인은 금형 베어링 면이 거친 경우와 금형 베이링에 이물질 입자

가 끼어 있는 경우 발생한다. 예방책으로는 금형의 철저한 점검 및 청결이 필요하

며 압출재 표면의 점검과 청결, 베어링면의 균일한 연마처리, 금형의 균일하고 안정

적인 질화처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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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금형 표면의 거칠기 불량

  (3) 픽-업(Pick-Up) 발생 불량

  

  픽-업 불량은 압출재 표면에 산화물이나 금속간 화합물 등의 작은 입자가 붙어 

발생하는 불규칙적인 점 또는 형태의 결함을 말한다(그림 2.42). 결함의 특징은 에

칭에 의해 하얗게 되고 결함 내에 산화물이나 금속간 화합물 등이 존재하는데 이는 

수백~수천 ㎛ 크기 이다. 발생 원인으로는 빌렛 중에 산화물이나 금속간화합물이 

편석되고 금형 베어링면이 불안정하거나 불 균질하거나 질화처리 시 발생하게 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조시 필터의 구멍크기가 작은 것을 사용하고 빌렛 

조성 중 철의 함유량을 낮추는 것과 빌렛의 표면을 면삭 또는 충분한 균질화 처리

가 필요하다. 균질화 처리 후 균일하고 신속한 냉각과 압출시 베어링면의 불안정한 

질화층 조각을 제거하고 균일 연마 및 질화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압출 

속도를 낮추고 금형내 과열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2.42 픽업 불량

  (4) 압출재 내 기포(Blister) 발생 불량

  

기포불량은 압출재 표면 아래에서 가스의 팽창에 의해 압출재 표면에 돔 형상이 나

타나는 불량(그림 2.43)으로 압출방향으로 연속하여 발생하고 육안 구분도 가능하다. 

압출작업 중에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 열처리시에도 발생한다. 발생원인은 압출과정에

서 메탈홀(Metal Hole)의 내부에 공기가 혼입하게 되는데 빌렛 내부의 균열이나 가스

에 의해 발생하고 열처리 분위기에 의해 수증기, 기름, 오물 등이 흡착되어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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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압출기의 프레스 라인 청결상태를 항시 점검하여야 하

고 압출기 콘테이너 내 청결과 콘테이너 라이너의 형상불량 및 빌렛의 균열이나 산화

물계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빌렛 주조시 용탕 과열을 방지하고 압출 초기 압출

속도을 낮추어야 한다. 열처리시 분위기 조절이 필수적이며 다이 등의 윤활제 사용을 

줄여야 한다.

그림 2.43 압출재내 기포 발생 불량

  (5) 압출재 뜯김(Tearing) 발생 불량

  

  뜯김 불량은 압출재 끝단부나 두께차가 큰 모서리부근에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균열이나 그림 2.44와 같이 찢겨진 형태로 나타나며 일정간격으로 발생하게 된다. 

구조용 알루미늄 합금에 발생할 우려가 높으며 모서리부의 라운드가 작은 경우 발

생하기도 한다. 이는 압출온도나 압출비가 높은 경우와 압출 속도가 빠른 경우, 끝

단부의 라운드가 작은 경우가 원인이며, 이는 중공형 금형에서 브릿지 구조나 용착

실의 설계을 변경하고 압출재 단면의 모서리부 라운드를 키워야 한다. 압출온도 및 

속도를 기존 보다 감소시키고 압출비 감소가 필요하다.

그림 2.44 압출재 뜯김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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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압출재 표면 떨림(Chatter Mark) 발생 불량

  

  떨림 불량은 압출 방향에 직각으로 미세하고 일정한 주기로 떨림이 직선상으로 

발생하는 요철을 말하며 이는 0.1~10mm 주기로 일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림 

2.45와 같이 육안 또는 촉감으로 판별이 가능하다. 연질의 순 알루미늄에 발생할 가

능성이 크고 이는 금형 베어링부의 떨림에 의해 발생하고 금속유도의 불규칙적인 

유출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베어링의 길이를 증가 시켜 금형 베어링부 떨

림을 줄이고 압출온도 및 속도 조건 변화가 필요하다.

그림 2.45 압출재 표면 떨림 불량

  (7) 압출재 내 조대 결정립(Outer-Band) 형성 불량

  

  조대 결정립 불량은 압출재 단면의 표면부에서 중심부 쪽으로 조대하게 성장한 

결정 조직으로 표면부의 조대한 결정립이 육안으로 구분 가능하다. 그림 2.46과 같

이 압출시 뿌옇게 나타나게 되는데 압출 작업 또는 용체화처리시에 발생한다. 압출 

후반부로 갈수록 조립조직 부분이 커지게 되고 공구용 합금계 빌렛의 고속 압출시 

발생하고 직접 압출시 가접 압출시 보다 더 조대한 결정립이 발생한다. 이는 합금

조성을 변경하여야 하고 적절한 빌렛 균질화 처리와 빌렛의 사용 길이 축소, 최적

의 금형 설계 및 원활한 금속유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빌렛의 구배 가열이 

필요하다.

그림 2.46 조대 결정립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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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압출재 표면 조직차에 의한 줄무늬(Structural Streak) 발생 불량

  

  줄무늬 불량은 그림 2.47과 같이 압출재의 조직 및 조성 불균일에 의해 압출방향

으로 나타나며, 압출재의 두께 편차가 있는 곳에서 발생하고 에칭이나 양극산화처

리시 발생하게 된다. 이는 빌렛의 마이크로 조직이 불균일할 때 발생하고 빌렛의 

균질화처리가 불량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렛의 결정립을 

미세화 하고 금형 설계시 적절한 금속유동이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금형의 

홀 주변 폭을 3~10mm 정도 절삭 가공하여 사용한다. 

그림 2.47 압출재 표면 조직차에 의한 불량

  (9) 압출재 표면의 얼룩 발생 불량

  

  얼룩불량은 압출재 취급 및 운반 불량으로 그림 2.48과 같이 압출재 표면에 손자

국이나 기타 이물질이 표면에 흡착된 불량이다. 이는 기계적 세척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이물질 중 철 등과 같이 알루미늄과 이종 소재의 경우 갈바닉 부식을 

일어킬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성 공정과 중화공정 사이에 급속한 얼룩

이 발생한다. 수제욕조가 넘치지 않거나 물의 흐름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욕조의 

오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2.48 압출재 표면의 얼룩 발생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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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고함침 복합소재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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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론

  본 연구에 사용될 소재는 PA(Polyamide or Nylon)수지에 장 유리섬유(Long Glass 

Fiber, LGF)가 함침된 유리섬유 복합소재(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GFRP) 이다. 

유리섬유 복합소재는 일반 플라스틱의 단점인 기계적 강도, 치수안정성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경량화와 직접 관련 있는 비강성, 비강도 측면에서도 

금속이나 일반 플라스틱에 대비 월등히 뛰어나다[10-12]. 이러한 장점으로 자동차 

부품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 부품은 도어인너, 루프레일, 시트백, 선루프 

프레임, 시트 프레임, 범퍼 빔, 페달 모듈, 엔진 커버, 프론트 엔더 모듈, 팬 슈라우

드, 배터리 트레이 등이 있다.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 경량화 기술로 유리섬유 복합소재의 사용은 더욱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상업화된 유리섬유 복합소재 성형기술로는 다양한 요

구조건에 한계가 있다. 특히, 경제성과 한층 복잡해진 형상과 금속소재와의 인서트 

사출의 경우 제조 조건이 복잡하고 성형 기술 특성상 특수한 자동차 부품에 적용하

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래의 경량화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성을 갖추고, 유리섬

유 복합소재가 적용된 제품이 금속소재 일체형으로 인서트 사출 성형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합소재 중 유리섬유의 경우 1893년 컬럼비아 박람회에서 오엔스리피 유리회사

가 유리막대의 한 끝을 가열하고, 이것을 잡아당겨 회전 드럼에 감아 섬유처럼 만

든 것이 유리섬유의 시초이다. 녹인 유리를 기계적으로 잡아 늘이는 방법, 공기나 

수증기로 날리는 방법, 원심력에 의해 주위에 날려 붙이는 방법 등으로 섬유 모양

을 만든다. 용도에 따라 장섬유와 단섬유가 있으며, 장섬유의 생산에는 백금포트 속

에서 녹인 유리를 포트 바닥에 뚫은 작은 구멍을 통해서 밀어내는 방법이 많이 이

용된다[35]. 이와 같이 제조된 유리섬유를 스트랜드(Strand)라 하고 이것을 꼬아서 

만든 것을 얀(Yarn), 꼬지 않고 수십 스트랜드를 합한 것을 로빙(Roving)이라 하며, 

종류에 따라 여러 품종으로 나누어진다[36]. 유리섬유 생산 공정은 크게 유리용융

(Melting) 공정, 섬유화(Fiberizing) 공정, 사이징(Sizing) 공정, 후처리(Treatment) 공정

으로 나누어진다[37].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카울 크로스멤버의 강성 확보를 위

해 구성된 알루미늄 압출 제품에 인서트 사출하여 접합하는 방식의 공정이다. 이때 

유리섬유 복합소재와 압출된 알루미늄 제품과의 일정 이상의 강성을 가져야하기 때

문에 일정량의 PA 수지에 유리섬유 함유량을 조정함으로서 기계적 특성을 검토하

였다. 또한 PA 수지에 유리섬유를 함침 할 때 함침율이 높아야 하며 함침율이 낮을 

경우 성형 후 PA 수지와 유리섬유 사이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강도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함침율 개선 연구를 하였으며, 유리섬유 함유에 따

른 성형성 개선 연구를 하였다. 또한 제품 성형 후 변형 최소화 연구와 알루미늄과

의 밀착성 기술 연구도 함께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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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리섬유의 계면제어 특성

3.2.1 유리섬유 복합소재의 계면제어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복합소재는 PA에 유리섬유를 함침한 소재를 사용하였다. 유

리섬유 복합소재는 그림 3.1의 사출성형 과정에서 호퍼를 통해 공급되며 소재는 스

크류의 압력과 열에 의해 PA수지는 용융되고 유리섬유는 용융된 PA 수지와 함께노

즐 입구을 통해 금형으로 주입되는데, 이는 유압 실린더가 앞으로 급속히 전진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이다. 유리섬유 복합소재는 사출장비의 노즐입구를 통해 금형내 

스프루와 런너를 지나 금형내 제품 형상의 입구인 게이트로 이동하여 성형품이 나

오게 된다.

그림 3.1 사출성형 과정

  유리섬유 복합소재의 경우 호퍼에 일정량을 혼합하여 주입하고 혼합된 유리섬유 

복합소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성형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PA 수지의 경우 용융상

태로 흐르고 유리섬유는 일정부분 소재 원형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지와 같이 흘러 

제품이 완성된다. 이때 유리섬유의 경우 금형의 스프루로 진입하면서 금형과의 마

찰로 인해 금형의 마모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수지와의 흐름성이 다르고 제품의 성

형에 따라 수지내 유리섬유의 분포가 일정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가 많다. 

제품내 수지와 유리섬유가 혼합 되어 있으며 이때 사출 성형과정의 특성 때문에 유

리섬유의 방향성이 일정하지 않고 수지와 유리섬유가 완벽한 밀착이 되지 않을 경

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이 수지와 유리섬유의 밀착성에 따라 제품의 기계적인 

특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유리섬유와 수지와의 밀착성을 높이는 일은 중요

한 요소이다.

  유리섬유와 수지와의 밀착성을 높이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다. 보통은 수지

에 첨가제를 혼합하여 높이는 방법과 유리섬유 표면의 계면활성화를 시키는 방법 

등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 표면을 계면 제어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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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전자빔을 이용한 계면제어 특성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를 계면제어하는 방법으로 전자빔(Electron Beam)과 플라

즈마(Plasma)를 이용하여 계면제어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부터 정의하면 

전자빔보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방법을 추천하고자 하며 이 또한 생산성 및 투자비

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필요는 있다. 

  전자빔의 경우 양산성을 고려한 계면접착력 향상을 위해 연구되었으며, 이는 전

자빔 출력을 제어하면서 유리섬유에 조사하여 계면접착력을 높일 계획이었다. 그림

3.2는 전자빔을 조사한 유리섬유 표면을 SEM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며, 출력 20 kv 

이상에서 섬유의 기계적 특성에 문제가 될 만큼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3.2 전자빔에 의해 계면처리된 유리섬유의 표면특성

  또한 전자빔을 통해 친수성 기능을 섬유 표면에 부가하여 수지와의 밀착성을 높

이기 위해 분석 하였다. 그림3.3은 유리섬유에 전자빔을 조사한 후 친수성을 분석한 

결과 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자빔의 출력이 높아질수록 친수성이 낮아지

는 것을 확인 하였다. 전자빔에 의한 유리섬유 계면제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본 연

구의 필요 요소인 수지와의 밀착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3 전자빔으로 계면처리된 유리섬유의 친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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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플라즈마를 이용한 계면제어 특성

  플라즈마를 이용한 유리섬유 계면제어는 전자빔과 같은 효과을 위한 방법이고 기

계적인 장치도 비슷하며, 에너지원만 차이가 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계면제어의 

경우 진공상태와 대기중의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며 진공상태의 경우 진공챔버내에서 

유리섬유 표면에 플라즈마 조사를 하여야하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연속적 공정에 대

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림 3.4의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플라즈마의 종류는 진공 플라즈마, 가스 플라즈마, 대기압 플라즈마, 

코로나처리기 등으로 분류 된다. 플라즈마 종류에 따른 장단점으로 진공 플라즈마

는 소재에 전기적 손상이 없고 비용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특징이 있어 PCB, 전자 

인쇄 등의 정밀 분야에 사용된다. 가스 플라즈마는 가스의 종류로 산소, 질소, 아르

곤, 헬륨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재에 손상이 적고 적용분야가 넓은 장점이 있어 

정밀코팅, 도금, 도장 분야에 사용된다. 대기압 플라즈마는 에어방식으로 설치가 간

단하고 비용이 낮으며 생산성이 높은 장점이 있어 플라즈마 세정 등의 분야에 사용

된다. 코로나처리기는 부도체 필름에 적용하여 저렴한 비용이며 필름에 접착력 향

상용으로 사용된다. 

그림 3.4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과정

  본 연구에 사용된 그림 3.5의 시험 장치는 크게 대기압 상태에서의 플라즈마 발생

기, X, Y, Z축으로 이동 가능한 컨베이어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5 플라스마 시험장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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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섬유에 플라즈마 에너지를 조사하기 위한 시험 조건은 유리섬유 표면처리 경

험을 고려하여 플라즈마 분사 노즐의 속도와 이송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유리

섬유와 플라즈마 분사 노즐의 거리만을 변수로 하여 시험하였다. 여기서 1번 시편

은 플라즈마를 시편에 조사하지 않은 상태의 시편이다. 2~5편 시편은 플라즈마를 

유리섬유 표면에 조사하는 상태이며 이때 X축은 플라즈마 노즐이 분당 이동하는 

스피드를 나타낸 것이고 Y축은 평면상에서 Y축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나타낸 것이

다. Z축은 플라즈마 분사 노즐과 시편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Sample

Number
Fiber

Plasma

Treatment

Treatment condition (Nozzel)

X-axis:Speed

(mpm)

Y-axis :Transfer 

distance (mm)

Z-axis:Height

(mm)

1 WGF X X X X

2 WGF O 20 10 17

3 WGF O 20 10 13

4 WGF O 20 10 9

5 WGF O 20 10 5

표 3.1 플라즈마 시험조건

  유리섬유의 대기압 플라즈마 처리 후 분석은 X선 광전자 분광법(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으로 하였으며, 이는 고진공 중에 시료에 연(軟) X선

을 조사하여 광전효과에 의해 방출된 각 원소 고유의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에서 원

소분석을 행하는 방법이다. 검출감도는 1중량 %정도이며, 각 원소 최대의 감별에서 

가수(価數)나 결합상태, 존재상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3.6는 플라즈마 분사 노즐과 시편과의 거리 축, 플라즈마 조사 높이 5, 9, 13, 

17 mm의 시편을 준비하고 플라즈마 처리 전·후에 대한 분석을 나타내었다. O1s는 

플라즈마 분사 노즐의 높이에 관계없이 유리섬유에 플라즈마 표면처리 전보다 증가 

된 것을 확인 하였다. 이를 유리섬유 표면에 플라즈마 표면처리로 인해 산소원자가 

포함된 극성 기능기가 증가됨을 나타낸다. 나머지 그래프의 경우 플라즈마 분사 노

즐의 높이에 따라 C1s 스캔(scan)을 필터링하여 보다 엄밀한 스팩트럼을 나타내었

다.  그래프를 종합적으로 볼 때 유리섬유에서 플라즈마 분사 노즐까지의 거리가 

9mm에서 변곡점이 만들어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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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유리섬유에 표면처리 전·후 XP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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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2는 X선 광전자 분광법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각 피크의 상대 면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C1s 스캔을 보면 284.5 결합에너지(Binding energy, eV)의 빛의 강도

(Intensity)가 플라즈마 분사노즐의 높이가 시편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다가 높이 9 

mm를 변곡점으로 이 이하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286.1 eV에서 

Intensity(C-OH)는 플라즈마 분사 노즐의 높이가 9 mm일 때 최대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보다 낮아 질 경우 Intensity(C-OH)는 다시 낮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87.4 eV에서의 Intensity(C=O)는 플라즈마 표면처리 후에 증가하지만 노즐의 높이에 

따른 특별한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288.5 eV에서의 Intensity(COOH)는 노즐의 높이

가 13 mm 일 때, 최대값을 보이다가 이보다 노즐과 시편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Z-distance

(mm)

C=C (Area %)

284.5 eV

C-OH (Area %)

286.1 eV

C=O (Area %)

287.4 eV

COOH (Area %)

288.5 eV

Neat 81.63 4.39 5.23 8.75

17 74.44 13.36 3.02 9.18

13 45.58 18.68 12.69 23.05

9 45.22 21.43 15.17 18.18

5 75.46 11.19 5.12 8.21

표 3.2 플라즈마 거리에 따른 원자 농도 분석

  이를 종합해 보면 산소 기능기 그룹인 하이드록실(286.1 eV), 카르보닐(287.4 eV), 

카르복실기(288.5 eV)가 플라즈마 표면처리 이후 유리섬유 표면에서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노즐의 높이가 9 mm만큼 시편에 가까워졌을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노즐의 높이가 9 mm 이하로 감소하면 과도한 표면처리로 인하여 

하이드록실기가 급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반응성 기능기들은 섬유와 고분

자 사이의 결합력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압 플라즈마 표면처리된 유리섬유 시험 시편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3.7은 시험편에 대한 주사전

자현미경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유리섬유 표면을 1시간 이상 메탈올에 세척한 후 

이물질이 표면에 남아 있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플라즈마 표면처리 후 유리섬유 표

면은 메탄올 세척에 일정부분 제거 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플라즈마 표면처리 되지 

않은 시편의 경우 많은 이물질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플라즈마 

표면처리는 시편의 이물질 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유리섬유를 

포함한 복합소재 사출성형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섬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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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물질은 수지와 함께 성형되기 때문에 사출성형 후 제품의 표면 불량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제품 내 결함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유리섬유와 수지와의 

밀착력 측면에서 이물질 제거 효과는 큰 영향이 있다.

그림 3.7 표면처리 전·후 이물질 정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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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화학제를 이용한 계면제어 특성

  (1) 화학적 반응을 통한 계면제어

  상용화제는 두 물질이 균일하게 분산되어야 하고, 상용성이 없는 물질이 서로 친

화성을 갖도록 하는 상용화제 이다. 유리섬유의 경우 실레인 결합제(Silane coupling 

agent)로 처리되어 섬유 표면에 하이드록실기 혹은 에폭시로 사이징 되어있다. 이는 

PA 수지와의 상용성은 양호하나 짧은 시간에 충분히 반응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

다. 복합소재의 물리적 결합 이외에 화학적 결합을 향상시키기 위해 PA6과 반응성

이 우수한 산무수물(MAH)이 그라프팅된 상용화제를 사용하였다. 산무수물은 폴리

올레핀계와 그라프트가 잘 일어나고 PA6과의 반응성도 매우 뛰어나다. 본 과제에서

는 에스터 및 아민기와 물리적 결합이 일어나는 비닐아세테이트(Vinyl Acetate, VA)

를 19% 포함한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thylene Vinyl Acetate, EVA)에 산무수물을 

그라프팅 시키면, PP나 PE 대비 PA6내에서 안정성 및 반응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

단하였다. 고온에서 제조 시 PA6의 아민그룹과 무수말레인산이 반응하여 화학적 결

합이 일어나 계면 접착력이 개선된다. 그림3.8, 3.9은 상용화제 함량 및 종류에 따른 

결과로 무수말레인산이 그라프팅 된 상용화제 적용 시 인장강도 및 충격강도가 초

기 물성 대비 45%, 20% 향상 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라프팅율은 1~1.5로 과량의 무

수말레인산 적용 시 가교반응이 진행되어 수지의 점도 상승으로 인한 단사를 유발

하여 적정 수준 유지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유리섬유 함침율 증가 및 고함량 PA 수지에 장 유리섬유 확보

로 인해 물성 향상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섬유의 형상유지 및 수지와의 상용

성 증대를 위해 처리된 사이징(Sizing)제에 의해 유리섬유의 각각의 가닥이 함께 붙

어 있는 형태로 함침부에 투입되는 문제점도 함께 확인하였다.

그림 3.8 상용화제 종류 및 함량에 따른 인장강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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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상용화제 종류 및 함량에 따른 충격강도 특성

  (2) 유리섬유 고함침을 위한 섬유 풀림장치

  화학적 반응을 통한 계면제어에 있어 섬유의 형상유지 및 수지와의 상용성 증대

를 위해 처리 된 사이징(Sizing)제에 의해 유리섬유의 각각의 가닥이 함께 붙어 있

는 형태로 함침부에 투입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함침부 투입전 유리섬유 풀

림 유도 장치를 도입하여 함침을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림 3.10 섬유 풀림 유도장치 모식도

  그림 3.10의 섬유 풀림장치는 다수의 롤을 이용하여 장치 내 섬유 경로를 해석하

고 펼침 양상을 예측한 후 섬유 폭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에서 착안하였다. 섬유 

풀림장치 디자인은 롤 장치의 간격, 높이, 각도 등을 조절하여 적정하게 유리섬유를 

펼침 효과를 보이는 장치를 고안하고 실제 유리섬유 복합소재 펠렛 제조 공정 내 

도입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섬유 폭에 따른 함침율 변화를 시험하였다 시험결과 섬

유폭 3.5 mm에서 함침율 45.3%, 5.6 mm에서 함침율 47%, 7.0 mm에서 48.9%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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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이는 섬유 풀림장치를 통해 함침부 투입 전 유리섬유 다발을 롤러장치에 

반복 통과하여 섬유 폭 확장을 유도한 결과이다. 이 장치는 롤러 폭, 각도, 간격 등

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시험결과, 미함침섬유 노출 저하 및 강도물성이 

크게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3) 유리섬유 고함침을 위한 섬유 풀림장치 개선 설계

  사이징제에 의해 섬유 각각의 가닥이 함께 붙어있어 섬유 풀림장치를 통해 섬유 

각각의 가닥을 풀어 주어서 수지 함침을 용이하게 설계되었다. 그러나 브리틀

(Brittle)하게 고정된 섬유 다발이 상온에서 단순 기계적 처리로 강제펼침을 할 때 

일부 섬유가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풀림장치내 롤러에 

온도 조절기능을 추가하였다. 이는 그림 3.11과 같이 섬유 풀림장치의 롤러에 히팅

(Heating) 장치를 삽입하여 섬유 다발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섬유끊어짐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로 인해 섬유끊어짐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섬유펼침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다. 함침부 투입 전 사이징제 녹임 유도로 PA 수지와 결합시간 단축효과

도 발생하였다.

       (a) 상온                  (b) 80℃

그림 3.11 히팅 롤러 적용에 따른 섬유 다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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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함침 장섬유 복합소재 연구

3.3.1  고함량 장섬유 제조 공정 연구

  (1) 장섬유 복합소재 특성 

  그림 3.12의 복합소재의 물성은 다양한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보강재의 사

출성형물의 경우 섬유 길이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장섬유 복합소재 제품은 

필랫(Pellet)의 섬유 길이가 8~12 mm를 유지하고 사출 성형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단

섬유는 필랫의 길이가 2 mm이하인 점을 고려하며 장섬유의 경우 단섬유에 대해 약 

4~6배 정도 필랫의 길이가 길며 이는 사출제품의 기계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다. 특히 충격강도의 경우 장섬유 복합소재 사출제품의 경우 단섬유 복합소재 사출

제품 보다 더욱 큰 영향을 끼친다. 이와 같이 섬유를 사출제품에 함유하여 복합소

재를 개발하는 것은 기계적 특성이 우수한 저비중,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사출성형

품이 가능하여 설계 디자인이 용이하다. 또한 다양한 물성 제어 인자(섬유함량, 섬

유길이, 고분자 수지 및 섬유 계면강도)에 의한 물성 발란스 조절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림 3.12 장섬유 복합재와 단섬유 복합재의 물성 비교

  (2) 유리섬유 함량 결정을 위한 기초 시험

  그림 3.13의 유리섬유 함량 복합소재의 제조 공정은 수지와 첨가제는 압출기의 

호퍼에 투입하여 압출기의 스크루를 통해 용융 혼련되어 함침다이에서 유리섬유와 

결합하고 인취기를 거쳐 장 유리섬유 길이로 절단하는 과정이다. 이때 유리섬유의 

적정 함량 선정을 위해 기초 실험이 필요하며 유리섬유의 함량은 기계적 특성을 판



- 69 -

단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수지는 PA를 사용하였고 유리섬유는 2200 

tex를 사용하였다. 수지에 유리섬유 함량에 따라 굴곡강도는 크게 영향을 받고 인장

강도와 충격강도는 유리섬유의 길이 및 함침성능에 영향을 받는다.

그림 3.13 유리섬유 복합소재 제조 공정 모식도

  본 연구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부품은 카울 크로스멤버로 기존의 스틸 및 알루미

늄 부품을 구조물은 알루미늄 구조물과 자동차 차체와 연결되는 브라켓은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이용한 사출제품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카울 크로스멤버 알루미늄 구

조물을 사출 금형에 인서트하여 유리섬유 복합소재 적용 사출 하이브리드 카울 크

로스멤버를 완성하는 부품이다. 따라서 유리섬유 복합소재는 일정 이상의 강성과 

굴곡강도를 만족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는 크래쉬패드를 지지하고 

이를 차체에 부착하여 일정 이상의 강성을 지지하지 않으면 자동차 충돌시 크래쉬

패드와 차체가 분리 되어 탑승자에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PA 수지에 

유리섬유 혼합량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이때 유리섬유을 과다하게 혼

합하게 되면 사출성형시 유리섬유로 인해 제품의 품질이 저하하고 금형에 마찰 저

항으로 인해 금형 수명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재 공급사, 완성차, 부품기

업, 금형제작 전문가 협의를 통해 유리섬유 50% 함량의 복합소재로 결정하였다.

항목 단위 BASE GF 30% GF 45% GF 50%

비중 - 1.13 1.30 1.45 1.55

인장강도 Mpa 65 160 201 225

굴곡강도 Mpa 92 203 270 317

굴곡 탄성율 Mpa 2,285 7,240 12,025 13,554

표 3.3 플라즈마 거리에 따른 원자 농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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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함량 장 유리섬유 제조 공정 개발

  고분자 복합소재 제조에 있어 핵심 기술은 수지와 보강재의 함침성이며 이에 따

라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그림 3.14와 같이 장 유리섬유는 제조 공정에서 

매우 짧은 시간내(1초 이내) 고분자수지와 섬유 보강재의 함침이 일어난다. 이때 섬

유의 경우 수천~수만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어 섬유의 손상없이 최대한 넓게 펼쳐 

수지를 침투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수지에 섬유를 함침하는 제조 공정에서 함침

용 핀의 개수 디자인에 따라 복합소재의 생산성과 외관의 품질에 큰 차이가 나타난

다. 함침용 핀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섬유 펼침이 커져 함침도가 상승하는 반면 섬

유에 걸리는 힘이 과도하여 단사율 즉, 단위시간 동안 섬유가 절단되는 빈도수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섬유의 손상 없이 함침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함침용 핀 

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14 장 유리섬유 함침 다이 구조

  표3.4는 함침 핀수에 따른 복합소재의 기계적 강도 및 생산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되어질 PA 수지의 경우 함침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굴곡강도가 증가하

지만 단사율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사율이 낮고 굴곡강도는 높은 함침

핀 개수가 5개 일 때 최적조건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인취속

도에 따른 펠렛 외관 및 물성을 확인하였다.

함침핀 수 Tension 굴곡강도(Mpa) 3시간 단사율(%)

6 4.2 269 75

5 3.7 271 60

4 3.6 242 50

표 3.4 함침 조건에 따른 기계적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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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5와 같이 고함량 장 유리섬유의 경우 인취속도가 빠를수록 수지가 섬유 

사이로 침투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함침이 저하되며 펠렛의 표면에 희끗회끗한 섬유

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취속도가 30 HZ 이상에서는 펠렛의 표면 불량이 발

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인취속도 증가는 생산성 향상은 되나 펠렛 제품의 물성에 

영향을 끼치며 섬유의 단사로 오히려 생산성이 낮아 질수 있다는 판단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대 인취속도을 30 HZ로 하였다.

(a) 30 HZ                            (b) 40HZ 

그림 3.15 인취속도에 따른 펠렛 외관 비교

  (4) 사출 성형성 개선 연구

  PA 수지에 장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사출 성형 할 경우 장 유리섬유로 인해 금형 

내 수지의 흐름성이 낮아져 성형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지 점도

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슬립제를 혼합하였다. 슬립제는 열적 안정성 보유와 수지 표

면에서 슬립현상을 유도하는 첨가제이다. 사출 성형 과정에서 슬립제를 투입함으로

써 윤활성분이 금형과 수지와의 접촉마찰력을 낮춤으로써 성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출성형시 금형내 수지의 흐름 즉, 성형성을 높이는 시험을 위해 보통 스파이얼 

플로우(Sporal flow) 금형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스파이얼 모양의 금형으로 금형내 

수지의 양적 스파이얼 길이로 상대 비교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성형성을 

평가하고 기계적 시험을 통해 사출성형 후 제품의 품질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흐름성 시험은 동일 압력, 동일 속도 내에서 스파이얼 플로우 사출 금형을 사용

하여 수지의 흐름성을 상대 비교하였다. 수지의 흐름성은 사출성형 시 성형성과 비

례하게 된다. 슬립제를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한 결

과 그림3.16과 같이 슬립제B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때 슬립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과 약 13% 정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슬립제에 따른 기계적 특성인 

인장강도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큰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험을 통해 

사출성형 후 제품의 표면에 유리섬유가 노출되는 정도가 감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표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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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흐름성 사출성형
인장강도

(Mpa)

미적용 54.5 214

슬립제 A 56.5 210

슬립제 B 62.5 212

슬립제 C 60.0 194

그림 3.16 슬립제 종류에 따른 성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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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PA 수지 적용 장 유리섬유 복합소재 적용 연구

  (1) 제품 성형 후 변형 최소화 연구

  

  플라스틱 복합소재를 사용한 사출성형 후 변형은 제품 품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

다. 사출제품은 금형내 수지를 주입하고 주입된 수지가 냉각되는 과정에서 제품 위

치별 냉각이 일정하게 되지 않고 두께 방향으로 냉각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틀

림이 동반된 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품 설계시 변

형이 적게 될 수 있는 설계를 하고, 둘째 사출금형 설계시 변형을 줄일 수 있는 구

조로 설계를 한다. 즉, 금형내 냉각라인을 특별히 한다든가 금형 성형 공정시 보압

과 냉각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지에 첨가제를 혼합하여 변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PA는 강성이 매우 우수한 장점을 가지나 수지 흐름방향으로는 결정특성으로 변

형이 적다. 그러나 수지 흐름의 수직 방향에서는 상대적으로 결정화도가 떨어지므

로 후변형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수지 흐름방향과 수직 방향의 변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제품 제작 후 뒤틀림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결정성 올레핀계 엘라스토머, ABS alloy를 통해 변형을 줄일 수 있다. 

  사출성형 후 부품의 변형 측정은 평판의 금형을 이용하여 사출성형하며 그림 

3.17과 같이 금형내 +문양이 가공되어 있으며 이는 사출성형 후 제품의 변형량 측

정을 위해 표시한 문양이다. 변형량 측정은 사출성형 후 24h 후 사출 방향과 수평 

및 수직 대각선 위치에서의 변형된 값을 비교하여 변형 측정을 한다.

  평판의 크기는 가로×세로×두께가 120×100×3 mm로 제작 되어 있다.

1. TD gate

2. TD end

3. MD

4. 대각선 gate

5. 대각선 end

그림 3.17 방향에 따른 수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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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Ref. ABS 0.5% ABS 0.8% ABS 1.0% EOR 0.5% EOR 1.0%

TD gate 5.66 5.02 4.82 4.59 5.23 4.73

TD end 6.11 5.34 5.27 4.83 5.61 5.06

TD average 5.89 5.18 5.05 4.71 5.42 4.90

MD 1.24 1.22 1.20 1.17 1.22 1.19

TD-MD 4.65 3.96 3.85 3.54 4.20 3.71

표 3.5 무정형 소재 종류 및 함량에 따른 수축률 변화

  (2) 이종소재 접합기술 연구

  

  이종소재의 접합의 경우 접착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주로 열경화성 기반의 에폭

시, 열가소성 기반의 폴리우레탄, 메타아크릴(MMA) 계열의 접착제를 사용한다. 시

험방법은 시편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접착시킨 후 인장 시험기를 통해 인장 테스트

를 한다. 이때 시편부 또는 접착부에서 파괴되는 강도를 이용하여 상대 비교한다. 

본 연구에서는 열가소성인 메타아크릴과 폴리우레탄 접착제를 선정하여 접착강도 

시험을 하였다.

  우레탄 계의 접착제는 아마이드(Amide)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

용되는 PA 수지와 기본 구조가 유사한 형태이며,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8의 접합강도 측정을 위한 시험편 제조 방법은 사출성형을 통해 평판을 

제작 하고 사출성형된 평판을 인장시험편으로 절단하여 가공한다. 인장시험편은 접

착을 위해 접착 표면을 세척하고 접착제를 도포 후 시험편을 제작한다. 시험편은 

인장시험을 통해 접착강도를 상대비교 하여 접착제의 성능을 평가한다.

그림 3.18 접합강도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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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합력의 상대비교를 위해 시험편은 각각 5개씩 준비하고 5개의 인장시험 결과를 

평균하여 상대 비교하였다. 시험결과 MMA 계는 평균 4.6의 인장강도가 나타났으며 

우레탄 계는 8.4로 나타나 MMA 계 대비 접착강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MMA 계 우레탄 계

1 4 8

2 5 8

3 4 9

4 5 8

5 5 9

Average 4.6 8.4

표 3.6 접착제 종류에 따른 접착강도 상대 비교

  (3) 굴곡 물성 향상을 위한 신규 첨가제 적용

  

  기존의 개진 PA내 비닐아세테이트 기반 수지를 혼합할 경우 PA와 상용성 부족에 

따른 굴곡 물성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 3.19의 비닐아세테이트와 PA내 아마이

드계간 다리 역할이 가능한 아크릴 산(Acrylic Acid) 기반의 신규 첨가제를 혼합할 

경우 수소결합에 의해 분자간 분산성 및 결합 특성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림 3.19 기존 유리섬유 수지 내 Copolymer 적용 모식도

  그림 3.20에서 아크릴 산 기반의 신규 첨가제를 미혼합 한 것이 A타입이고 첨가

제를 1% 혼합 한 것이 B타입, 첨가제를 2% 혼합 한 것이 C타입으로 분류하여 굴

곡시험을 한 결과 신규 첨가제 미혼합 대비 굴곡강도가 증가 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때 FS 338 Mpa, FM 17,200 Mpa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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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신규 첨가제 함량별 물성 증감율

  (4) 열적 특성 개선을 위한 PA 핵제 적용

  

  일반적으로 복합소재 내 수지 결정성이 높아질 경우 열변형온도(Heat Deflection 

Temperature, HDT)를 개선 시킬 수 있다. 기본적으로 유리섬유 소재 자체가 무기 필

러로서 핵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추가적으로 PA수지 전용 핵제를 최적 함량으로 

적용시 수지의 기본 물성 개선뿐만 아니라 열적 특성도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용융상태의 PA 수지가 냉각을 거쳐 결정화 되는 과정에서 수지 내의 핵제 입자

가 결정화를 위한 각각의 씨앗 역할을 함으로써 결정화 입자가 미세화 될 수 있으

며 결과적으로 결정화 증가 및 강성 향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냉각시간 단축이 

되는 것이며 이는 생산성 단축효과도 관련성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초고함량 유리섬유 50%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0.1% 

수준의 소량 적용시 최적의 효과를 보이는 핵제를 확보하여 적용하였다. 그림 3.21

과 같이 개발 PA 수지의 HDT 266℃ 수준의 만족할 만한 열적 특성 개선을 달성하

였다.

그림 3.21 핵제 적용 전·후 PA 결정 입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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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성형품 외관 불량 개선을 위한 흡습 특성 제어

  

  사출성형에 있어 사출품의 외관 불량은 수지의 수분의 과다한 흡수에 원인이 크

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되는 PA 수지의 자체 흡습 특성 원인은 수분 함량을 제

어하지 못하여 장 유리섬유가 포함된 사출품의 물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성형품 

외관 불량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림 3.22와 같이 수분은 PA 수지의 분자량

을 저하 시키고 기본 물성도 감소 시키는 원인이 된다. 사출성형 시 잔여 수분을 

증발 시켜 기공(Void) 발생 및 외관 불량과 물성 신뢰도 감소에 의해 물성의 편차가 

최대 21% 차이가 난다. 

  그림3.23의 경우 사출성형 후 제품의 색상이 탈색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보통의 

제품 색상은 검정색으로 동일하여야 하나 일부분 탈색되어 백색에 가까운 제품 색

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22 수분에 의한 물성 편차

     

그림 3.23 수분에 의한 외관 불량

  수지의 경우 제습 및 열풍 건조를 하여야 하며 잔여 수분량 비교를 통해 건조 조

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기존 생산 환경의 경우 평균 0.64% 수준으로 확인 하였다. 

그러나 그림 3.24에서 권고 수분량은 0.2% 이하임으로 기존 생산 환경은 수분량이 

약 3배를 초과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제습은 80℃ 이상에서 최소 2시간 이상 제습

을 하여야 수지의 수분량을 제어할 수 있다.

그림 3.24 건조 조건 및 상온 노출에 따른 수분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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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장 유리섬유량에 따른 경량화 개선

  

  본 연구는 장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이용한 고강성 사출성형 제품을 개발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추가적인 개선 효과를 위해 기타 복합소재 대비 물

성 및 경량화 개선 확인 목적으로 시험하였으며 이는 유리섬유 대비 고물성, 저 밀

도 탄소섬유 복합소재 적용 효과에 대한 것도 비교 분석하였다. 유리섬유 대비 탄

소섬유의 강도의 경우 2배이상 이면서 밀도는 70% 수준으로 강도는 강하고 경량화

율은 높일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동일 PA 기반 수지를 사용하고 장 유리섬유 펠렛(GF-LFT)과 장 탄소섬유 펠렛

(CF-LFT)를 생산한 후 기존 장섬유와 동일한 섬유 부피 함량(Volum Fraction %) 기

준으로 GF-LFT : CF-LFT 비율을 조정하면서 건식 배합(Dry Blend) 후 사출성형하여 

밀도 및 강도 평가를 진행하였다.

  탄소섬유의 경우 유리섬유 대비 기계적 성능은 우수하나 현재는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문제로 인해 자동차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입량이 미비한 수준이다. 향

후 고객 및 완성자동차 기업에서 추가적인 고강도, 경량화 요구가 있을 경우 복합

소재 개발 이슈 및 가격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GF-LFT : CF-LFT 비율로 혼합된 복

합소재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평가 결과, 그림 3.24의 CF로 완전 대체 시 FS 350 MPa, FM 20 GPa 이상 확보 및 추

가 경량화 16% 이상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가격 측면에서 단독 대체 보다는 혼합 

적용이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 단계에서 단순 건식 배합을 하였으나 향후 단일 소

재로 하이브리드 펠렛화 기술 확보가 된다면 추가적인 물성 향상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된다. 

  벤츠의 양산소재로 사용되는 SGF60 대비 GF-LFT 소재는 약 5% 수준의 경량화 가능하며 

CF 15% 혼합 적용 시 추가 경량화는 5%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량 생산 및 시장 사용

율이 높아지면 CF가격 하락으로 GF-LFT 대비 제품 가격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4 GF-LFT & CF-LFT 혼합 적용 물성 비교



- 79 -

3.3.3  PA 수지 적용 장 유리섬유 복합소재 분석

  (1) 강화제 및 첨가제로 개질된 PA 수지의 점도 특성 분석

  나노클레이 함량이 증가할수록 점도가 증가하며 이는 고분자와 클레이의 상호작

용(Interactions) 즉, 반데르발스 힘(Van der waals force), 수소결합(Hydrogen Bond), 화

학적 결합(Chemical Bond) 등의 증가때문이다. 모든 시험편은 전단박하 거동(Shear 

Thinning Behavior)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단율이 커질수록 점도가 낮아지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유동의 방향에서 비구형 입자의 방향, 유동의 방향에서 고분자 결합의 

방향과 유동에서 고분자 결합의 끊어짐, 에멀젼 속에서 구형 액적(액체방울)에서 타

원형 액적으로의 변형, 부유액에서 입자의 응집이 깨짐 등의 원인이 있다. 

  그림 3.25에서 시편은 5 wt % 클레이/PA6 시편을 제외한 나머지 샘플은 전단율

(Shear Rate)이 대략 20~300인 구간에서 뉴톤유체 거동(Newtonian Fluid Behavior)에 

가까워지는데 이는 전단율이 증가함에 따라 나노클레이 입자들이 전단 방향으로 배

열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더 높은 전단율에서는 클레이 및 고분자 입

자들의 뭉침이 심화되어 급격히 점도가 낮아지고 5 wt % 샘플은 높은 클레이 함량

으로 인해 다른 시편보다 더 낮은 전단율에서 점도의  급하락이 발생하였다.

  고분자 및 클레이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면 좋지만 너무 높은 점도에서 수지의 섬

유 함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클레이 함량이 필요하며 강성

(Toughening)과 계면 안정제(Interface Stabilizing Agent)인 SEBS-g-MA의 첨가에 따라 

1~2 wt %의 클레이 함량까지 점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3.25 나노클레이 함량별 점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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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질된 유리섬유-PA(나일론) 복합소재 충격테스트

  최적화 된 나노클레이 함량으로 강화된 PA수지와 다양한 조건으로 표면 개질된 

유리섬유를 사용하여 복합소재를 만든 뒤 충격테스트를 수행하였다. 시험편은 3.2.3 

플라즈마를 이용한 계면제어 특성에서 제시한 방법을 통해 제작 하였으며, 이는 플

라즈마와 시편의 거리 5, 9, 13 17 mm와 Neat 위치에서 제작된 시편을 준비하였다.  

충격시험장비는 그림 3.26의 낙하중격시험기(Drop Weight Impact Testers, Instron Co)

를 사용 하였다.

그림 3.26 낙하 충격시험기

  산소 기능기들을 증가시킨 플라즈마와 시험편의 높이 9 mm 시편에서 가장 높은 

충격에너지 흡수를 나타내었다. 시험편에서 플라즈마 높이 13, 17 mm 처리 조건보

다 충격에너지 흡수율이 높았으며 이는 과도한 플라즈마 노출로 인하여 유리섬유 

표면에 손상 및 과도한 산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림 3.27 플라즈마 처리 높이에 따른 충격에너지 흡수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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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질된 유리섬유-PA(나일론) 복합소재 굴곡테스트

  강화제와 첨가제로 개질된 나이론과 플라즈마로 표면처리 된 유리섬유를 사용하

여 복합재를 제조하여 그림 3.28의 굴곡시험을 평가하였다. 시험 기준은 ASTM 

-D790 규격으로 시험하였으며 시편의 깊이와 폭은 42 mm×12.6 mm의 시편을 사용

하였다. 시험장비는 INSTRON사 만능재료시험기(Univeral Test Machine, UTM)를 사

용하였다. 시험 방법은 3점 밴딩시험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3.28 굴곡시험 및 시편 규격

  시험편 수지는 물성평가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여준 2 wt % 클레이 함량의 수지

를 사용하였고, 노즐의 높이에 따른 플라즈마 강도를 다르게 처리한 유리섬유와 함

께 복합소재를 제조하여 평가하였다. 시험결과 Neat 나일론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유리섬유 복합소재 시험편 대비 강화제나 첨가제를 사용한 수지 및 플라즈마로 표

면처리 된 유리섬유를 사용한 복합소재의 시험편 물성 모두 증가하였다. X선 광전

자분광법(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으로 분석된 가장 높은 극성 기능기 

함량을 보인 9 mm 노즐 높이의 플라즈마 처리에서 가장 좋은 굴곡 물성을 나타내

었다. 이는 표면처리를 통한 유리섬유와 수지간의 계면결합력이 증대되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그림 3.29에서 (b), (c)의 결과를 봤을 때, 섬유의 표면처리의 영향보

다 수지의 첨가제 및 강화제로 개질시켰을 때의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굴곡 시험의 특성상 섬유보다는 수지 자체의 물성을 많이 의존하기 때문이라 판

단된다. 결론적으로 2 wt %의 나노클레이 강화제와 첨가제를 함유한 나일론수지와 

9 mm의 노즐 높이로 플라즈마 표면처리한 유리섬유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높은 

물성 향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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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at PA6/Neat GF

(b) Reinforced PA6/ Neat GF

(c) Neat PA6/Plasma-treated GF(9mm)

(d) Reinforced PA6/Plasma-treated GF(17mm)

(e) Reinforced PA6/Plasma-treated GF(13mm)

(f) Reinforced PA6/Plasma-treated GF(9mm)

(g) Reinforced PA6/Plasma-treated GF(5mm)

그림 3.29 유리섬유-나이론 복합소재 굴곡시험 결과

  (4) 개질된 유리섬유-PA(나일론) 복합소재 파단면 분석

  그림 3.30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 전의 파단면을 봤을 때 섬유가 뽑힌 

자국과 섬유와 수지사이의 계면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상대적으

로 약한 플라즈마 처리 조건에서도 섬유와 수지사이에 계면접착력이 낮아서 분리된 

부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정 수준 이상의 플라즈마 처리조건에서는 

계면접착력이 강화되어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3.30 유리섬유-나일론 복합소재 파단면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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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론

  본 연구에서는 PA 수지에 유리섬유를 혼합하는 복합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복합소재는 PA 펠렛과 유리섬유 펠렛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사출성형 

하는 방법과 유리섬유에 PA 수지가 포함된 일체형 펠렛을 만들어 사출성형 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PA 수지가 포함된 유리섬유 복합소재 펠렛을 사용하는 추세

이며 본 연구에서도 복합소재 펠렛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복합소재 펠렛은 유리섬유 펠렛에 PA 수지가 접합되는 성형으로 유리섬유에 PA 

수지가 기공없이 밀착성이 높게 만들 수 있는가가 사출제품의 품질을 좌우하게 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에 기계적 표면처리를 통해 PA 수지의 조밀하게 

밀착성을 높이는 것과 화학적 접착제를 혼합하여 밀착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연

구하였다. 또한 장 유리섬유를 PA 수지에 고함침 될 수 있는 제조공정 개발을 하였

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장 유리섬유 복합소재에 대한 기계적 특성 및 고함침을 

통한 밀착성을 높임으로써 변형 제어 등의 문제를 검증하였다.

1. 장 유리섬유 복합소재 개발을 위해 장 유리섬유에 PA 수지의 밀착성을 높이는 

연구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유리섬유에 기계적 표면처리를 통해 PA 수지

의 밀착성을 높이는 연구를 하였다. 먼저 전자빔을 이용한 유리섬유 표면처리 연

구를 하였으며, 이는 일정 이상의 전자빔 파워에서 유리섬유가 손상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유리섬유가 손상되지 않은 범위에서는 친수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

생하여 전자빔의 표면처리 방법은 유용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리섬유 표면처리 중 대기압 상태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표면처리 연구를 진

행 하였으며 이는 일정 범위의 조건에서 PA 수지의 밀착성을 높일 수 있는 특성

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플라즈마 표면

처리 후 후처리 과정을 거치면 유리섬유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불순물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상용화제를 통한 유리섬유와 PA 수지와의 복합소재 내 최소 기공을 갖는 밀착성 

높은 섬유를 개발 목표로 연구되었으며 상용화제에 의해 발생된 유리섬유 가닥들

이 함께 붙어 PA 수지의 밀착성을 저하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섬유 풀림

장치 및 관련 구조 개선을 통해 상용화제에 의한 유리섬유와 PA 수지와의 최소 

기공을 갖고 밀착성 높은 복합소재를 제시하였다.

4. 앞에서 연구된 복합소재를 이용하여 고함침 장섬유 복합소재를 연구하였으며  

이는 고함량 장섬유 제조공정 연구와 이를 이용한 사출 성형 시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연구를 하였다. 고함침 장섬유 복합소재 적용 연구를 통해 사출성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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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과 이종접합, 기계적 특성을 증가시키는 첨가제 함량 제어등의 연구로 개선된 

고함침 장섬유 복합소재를 제시하였다.

5. 제시된 고함침 장섬유 복합소재에 대해 강화제 및 첨가제로 개질된 PA 수지의 

점도 특성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복합소재에 대한 충격테스트, 굴곡테스트, 파단

면 분석을 통해 고함침 장섬유 복합소재를 제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리섬유와 

PA 수지와의 고기밀, 고밀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화학적 첨가를 추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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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해석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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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론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는 칵핏(Cockpit) 또는 대쉬보

드(Dash-board)라고 불리는 자동차 부품을 지지하고, 이를 자동차 차체에 연결하여 

다른 자동차 부품에 대한 구조적 지지대를 제공하면서 차량의 강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카울 크로스멤버의 주요 역할에 대한 몇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38]. 첫째, 카울 크로스멤버는 차체와 측면, 상단 및 하단의 접점을 통해 스티어링 

칼럼(Steering Column)의 중량을 차체로 전달하는 하중경로이며 양 끝단 측면은 차

량의 차체에 연결된다. 둘째, 칵핏모듈의 골격 역할을 하며, 각종 부품조립을 통합

한다. 셋째, 자동차의 충돌 발생 시 카울 크로스멤버가 적절한 변형을 통해 탑승자

에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도 있다. 마지막으로 카울 크로스멤버는 자동차 

차체 프레임의 주요한 부품으로 차체의 전반적인 강성과 자동차 차량의 주파수 응

답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이다.

  칵핏의 지지대 역할과 구조강성 확보, 그리고 차량의 주파수 응답을 고려할 때 

카울 크로스멤버는 진동특성(Noise Vibration Harshness, NVH)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카울 크로스멤버는 자동차 차체의 공진을 피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중 일 때 자동차의 구조를 가진할 수 있는 엔진과 차체에 의한 공진을 고려하

여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설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차량내 과도한 소음이 발생

할 뿐 아니라 기존의 칵핏모듈 설계에서 스티어링 칼럼과 브라켓 등을 통해 진동이 

운전자에게 전달 될 수 있다. 따라서 공진을 회피하는 설계가 필요하며 이는 일반

적으로 완성차 단위에서 차량주행을 고려한 설계로 목표 주파수가 주어진다.

  진동관점에서 카울 크로스멤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조립된 상태를 고려

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 전체모델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

링과 연결부위에 대한 연결 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계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간 설계보완 등의 문제로 전체모델을 유지하면서 최적

설계를 진행하기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품사와 완성차 부품사간의 설

계데이터 공유등의 문제와 최적설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CBN(Craig 

Bampton Nodal Method) 학습법에 기인한 서버모델(Sub Model)만으로 전체모델의 경

계조건을 표현할 수 있는 해석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CBN은 DMIG(Direct 

Model Input at Grid)를 활용하여 연결부(Connect Point)에 전체모델을 반영할 수 있

는 경계조건을 입력하여 단품만으로 전체모델 연결부를 고려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설계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개발품을 

최적화하고 이는 CBN 해석방법을 도입하여 실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통해 

제품 설계를 완성하였으며 이를 진동해석을 통해 최종 설계모델을 증명하였고 본 

연구의 제6장에서 시제품 제작과 함께 시험을 통한 제품설계를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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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석 방법

4.2.1 진동 위상최적화를 통한 개발품 경량화 해석

  자동차 설계에서 최적화 설계란 주어진 제한조건에서 개발품의 성능을 극대화하

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주요한 성능 지수는 재료, 질량, 에너지 흡수

능력, 고유진동수, 응력 등이 있다. 자동차 부품의 구조최적설계는 최적화 이론을 

설계에 적용한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적화 이론에서 사용하는 문제정식화 

과정에 따라, 설계변수(Design Variable), 제약조건(Constraint), 목적함수(Objective 

Function)에 따라 정의하여 진행한다. 최적설계는 설계변수의 종류에 따라 치수 최적

화(Size Optimization), 형상 최적설계(Shape Optimization) 및 물체의 구조를 최적화하

는 위상 최적설계(Topology Optimization)로 구분한다.

설계 목적 설계변수

치수 

최적화

-물성으로 표현 가능한 값

-보의 단면/두께/질량/탄성계

수

형상 

최적화

-기하형상과 관련된 변수

-구멍위치, 크기, 개수

위상

최적화
-형상밀도(재료 밀도)

표 4.1 최적설계 목적별 분류

  위상 최적화 기법은 제품에 결정된 하중 및 경계조건에 대하여 주어진 설계 공간 

내에서 목적하는 성능 지수를 만족하도록 소재의 레이아웃을 최적화하는 수학적 방

법이다. 엔지니어는 이를 통하여 설계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설계 컨셉

(Concept)을 확정한다.

그림 4.1 빔 구조물의 위상 최적화 프로세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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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의 형상밀도는 재료가 공간상에 배치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가상의 값

으로 재료가 배치되지 않아야 할 부분의 요소들은 밀도가 0 or 0, 재료를 배치해야 

하는 부분은 1의 값을 가진다. 

그림 4.2 형상밀도 개념

  설계 변수의 변경을 통해 유효한 설계 안을 도출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확

인하는 것이 바로 민감도이다. 민감도는 어떤 설계변수를 바꾸었을 때, 변화량에 대

해 목적함수에 대한 변화량을 의미한다. 즉, 민감도는 설계변수 변화에 대한 목적함

수의 변화율이며, 설계변수를 어떤 방향으로 변경할지 결정하는 기준이다.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설계변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게 결정되지만, 절대적인 크기까

지 결정하지는 못하고 또, 민감도가 설계변수 변화에 따라서도 변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반복과정을 수행해야만 최적의 값을 도출할 수 있다. 위상최적화에서도 민감

도를 기반으로 최적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반복과정을 수행하여 최적의 

레이아웃을 결정한다[39]. 위상최적화를 위한 종류에는 선형 정적 해석, 주파수 응

답해석, 모드해석 등의 방법이 있는데 이 중 진동해석의 모드해석을 기반으로 한 

위상 최적화는 평균고유치를 최대로 하고, 부피 비를 최소로 하는 설계제약 조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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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CBN 기법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카울크로스맴버의 위상최적화 해석

  (1)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의 설계변수 및 목표

    카울 크로스멤버는 전통적으로 연강(Mild Steel) 재료로 제작되어 왔다. 카울 크

로스멤버에 연결된 각각의 브라켓 등은 프레스를 이용한 스탬핑(Stamping)과 압출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들 브라켓들과 카울 크로스멤버의 접합은 레이저용접과 MIG용

접 등으로 제작되었다. 최근 경량화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서 알루미늄 또는 마그

네슘을 활용한 카울 크로스멤버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경량

화율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진동에 대한 성능 불만족 등의 이유로 연구 활동이 제한

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중 본 연구에서는 연강을 이용하여 브라켓을 제조하는 방법

에서 사출성형을 이용한 플라스틱 소재 적용 브라켓을 제작하는 방법을 선택하였

다. 이때 카울크로스맴버는 알루미늄으로 제조 제안하였으며 이는 알루미늄 카울 

크로스멤버를 제작한 후 사출금형에 인서트 후 브라켓을 성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

다. 일부 브라켓의 경우 마그네슘 소재를 이용한 다이케스팅으로 제조하여 카울 크

로스멤버에 접합 하였으며 이와 같이 알루미늄, 마그네슘, 플라스틱이 결합된 하이

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를 설계하게 되었다. 기존 스틸 카울 크로스멤버 기준의 설

계는 많은 연구로 최적화가 되어 있어 부분적 형상 최적화(Shape Optimization)만 수

행하면 되나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하는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는 상당부분

의 브라켓이 다이캐스팅 및 사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설계 자유도가 높아 위

상 최적화(Topology Optimization)의 기법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그림4.3과 같이 카울 크로스멤버 양 끝 차체에 연결(Side Mounting)하는 

부분과 칵핏모듈에 연결하는 브라켓(Mounting Bracket), 칵핏모듈을 지지하는 센터 

브라켓(Center Support)에 위상최적화를 통한 설계가 가능하다.

그림 4.3 카울 크로스멤버의 컨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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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 기법을 이용한 위상최적화 해석 조건은 목적함수 ( )f x 는 최소값을 가지고, 

( )ig x 는 주파수 함수로 38Hz이하의 조건으로 하고, 밀도함수는 0과 1사이에서 (x)r

부피가 최소가 되게 구성한다. 그리고 수식(4-2)에서 W는 디자인 도메인이다.

: ( )Minimize f x ·································································································    (4-1)

1: ( ) , 38

(x) d V, 0 (x) 1, x

i stSubject to g x freq with freq Hz

r r
W

£ =

W £ £ £ ÎWò ··············································    (4-2)

  여기서 38 Hz는 차량의 공회전시 회전수에 의해 엔진의 부하, 연료소모, 발진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600~900 RPM영역에서 제어되고 있

다. 이때, 회전체의 단위 회전당 발생하는 Event의 수를 Order라고 하는데, 이러한 

Order에 의해 진동주파수가 생긴다. 이때 Event의 의미는 1기통 4행정의 경우, 크랭

크축이 2회전하는 동안 흡입-압축-팽창(폭발)-배기로 이루어진다. 즉, 크랭크축이 2

회전하는 동안 1번 폭발하는 형태이다. Order로는 0.5가 된다. 일반적인 4기통 4행정 

사이클의 경우는 40.5로 Order가 2가 된다.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회전속도와 Order, 주파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1

event
frequency

s
=

···························································································    (4-3)

1 60

1 1

event event s
Order f

cycle s cycle rpm
= = × = ×

60
rpm f

order
= ×

  이런 상관관계를 통해 엔진에 대한 회전을 주파수로 환산하여, 38 Hz이상의 주파

수 성능을 가지면서 부피를 최소화 하는 조건으로 위상최적화 조건을 설정하였다. 

  (2)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의 위상최적화 해석프로세스 

  카울 크로스멤버는 차체에 양 측면과 언더바디, 카울 윗면과 연결되어 있고, 진동

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 부재이다. 그러나 차체 전체구성을 통한 설계해석은 많

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그림 4.4는 카울 크로스멤버 CBN 해석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Direct Matrix 

Input(DMI) 모델에 연결 포인트(Connected Point)를 설정하고 이를 슈퍼요소(Super 

Element)라고 지정한다. 설계 최적화 해석은 차량 전체모델에 대해 진동해석을 수행

하고 연결 포인트를 따로 추출한다. 이 연결 포인트는 강제요소로 설정하고 자동차 

차체 연결에 따른 강성 및 질량을 가지고 있다. 이를 이용하여 연결 강제요소와 카

울 크로스멤버만 가지고 해석을 수행하여도 전체를 해석한 결과의 효과를 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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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카울 크로스멤버의 CBN 설계 개념도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설계을 위한 위상최적화 해석 프로세스를 그림 4.5

에 나타내었다. 카울 크로스멤버 모델을 포함한 자동차 차체 전체모델에 대한 유한

요소해석 결과 분석 후 해석 결과와 카울 크로스멤버 단품 유한요소해석 결과가 같

게 나올수 있도록 슈퍼요소(Super Element)를 적용하였다. 위상최적화를 수행하는 이

유는 제품의 체적을 최소화 하여 제품 경량화를 추구하는 해석이다. 이때 제약조건

으로 38 Hz이상의 조건으로 수행하고 38 Hz이상은 엔진진동 조건을 고려한 조건이

다.

그림 4.5 카울 크로스멤버 위상최적화 해석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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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상최적화 물성 및 해석모델

  (1) 해석에 사용된 물성

  표 4.2는 그림 4.5와 같은 프로세스로 위상최적화 해석을 수행할 때 적용된 물성

치를 나타내었다.

Division Part Material
Elastic 

Modulus
(Gpa)

Density
(g/cm3)

Poisson
Ratio

Topology 
optimizatio

n part

Mounting 
bracket Mg. 45 1.77 0.35

Center 
Support Mg. 45 1.77 0.35

Side Mounting 
Bracket PA6-GF60 9.8 1.71 0.4

Fixed 
design Cowl Pipe Al6052 70 2.74 0.33

표 4.2 해석에 사용된 물성

  (2) 해석모델

그림 4.6은 자동차 차체에 적용된 카울 크로스멤버 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모델의 요소크기(Element Size)는 6 mm로 하였고 위상최적화를 위한 브라켓의 

솔리드(Solid) 모델 부분은 3 mm 요소크기로 모델링 하였다. 본 해석을 위해 해석 

모델은 상용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 HyperworksTM을 이용 하였다.

그림 4.6 카울 크로스멤버 CBN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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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위상최적화 해석 및 고찰

  그림 4.7의 위상최적화를 위한 진동해석 2차 진동모드까지 하였으며 이는 엔진진

동조건인 38 Hz이상을 고려한 진동모드이다. 1차 진동모드는 45.1 Hz, 2차 진동모드

는 47.4 Hz로 나타났다. 이는 엔진진동조건 보다 큰 값으로 나타나 개발품의 브라켓

의 볼륨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1 차 모드

2 차 모드

그림 4.7 위상최적화를 위한 진동해석 모델

  실차 단위의 최적화를 고려한 위상최적화 해석결과를 그림 4.8에 나타내었다. 진

동모드는 38 Hz이상이고 체적은 최소화되는 조건으로 위상최적화 해석을 수행한 결

과이다. 해석결과 양쪽 사이드 브라켓의 경우 제품 역할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체

적 형상을 제시하였으나 설계자의 경험을 통해 제품의 역할을 하면서 최소의 체적

을 갖는 제품 설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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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위상최적화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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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위상최적화 해석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설계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는 알루미늄 바, 플라스틱 브라켓, 마그네슘 브라켓 

지지대 등으로 개발품 경량화를 위해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설계되었다. 제작 방법

으로 알루미늄바는 압출성형 방법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칵핏모듈을 지지하는 구

조물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바의 두께 및 단면 형상의 자유도를 얻기 위함이다. 마

그네슘 브라켓은 알루미늄 바에 고정하여 알루미늄 바에 부착되는 칵핏모듈을 지지

해야하기 때문에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설계되었으며 제작 후 알루미늄 바와는 기계

적 접합 방법을 선택하여 설계되었다.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브라켓은 알루미늄 바

에 접합되는 조건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알루미늄 바를 제작후 플라스틱 브라켓 

사출성형시 사출금형에 인서트 사출을 위해 설계되었다.

그림 4.9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3D DATA

  그림4.9는 위상최적화 해석의 결과을 반영한 설계도이며 이는 진동특성(NVH)과 

조향강성분석을 통해 형상 최적화 설계되었다. 위상최적화 해석은 개발품에 집중하

중 구간 단면계수 증대 및 저 민감부 볼륨(Volme) 축소를 통해 경량화하는 프로세

스로 설계 반영되었다.

  위상최적화 해석은 알루미늄 바에 부착된 칵핏모듈을 지지하기 위한 부품인 마그

네슘 브라켓 2종과 알루미늄 바가 자동차 차체에 부착되는 플라스틱 브라켓 양쪽 

끝단면 2종을 하였다.

  그림4.10은 위상최적화 해석 결과를 반영한 설계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스티어링

을 마운팅하는 브라켓 역할로 마그네슘 소재를 이용한 다이캐스팅 제품으로 가정하

고 설계 반영되었다. 또한 다이캐스팅 공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설

계 반영하였다. 특히 스티어링 마운팅 브라켓의 경우 조향과 마운팅 되는 구조로 

조향강성 해석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하였다.

  그림4.11은 플라스틱 소재로 적용되는 브라켓으로 알루미늄 바에 칵핏모듈을 결

합하고 알루미늄 바와 자동차 차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이드 마운팅 브

라켓의 위상최적화 해석 결과 및 제품 설계도를 제시하여 나타내었다. 위상최적화 

해석 결과를 보면 저 민감부를 삭제하고 나면 사이드 마운팅 브라켓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알루미늄 바와 사이드 브라켓의 접합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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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알루미늄 바를 잡아줄 수 있는 사

이드 마운팅 브라켓을 기존 개발품의 형상과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바와의 결합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 반영하였다.

구분 스티어링 마운팅 브라켓 칵핏모듈 서포트 브라켓

최적화
대상

최적화
해석

최종
설계품

그림 4.10 마그네슘 소재 적용한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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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이드 마운팅 브라켓

최적화
대상

최적화
해석

최종
설계품

그림 4.11 플라스틱 소재 적용한 브라켓



- 99 -

  그림 4.12는 사이드 마운팅 브라켓에 대한 개선 설계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4.11

의 위상최적화 해석을 통해 설계된 형상을 기초로 설계 개선하였으며 개선 설계는 

2차에 걸쳐 추진되었다. 1차 개선 설계는 완성차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설계되었

으며 이는 칵핏모듈을 자동차 차체에 결합하기 위한 구조와 상관 부품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위상최적화 제품보다 구조적으로 변형 설계되었다. 개선 설계된 부

품의 경우 사출성형 할 때 사출금형 구조 등을 고려하여 구조 검토하였으며 이때 

사출성형 후 금형에서 제품을 분리할 때 언더컷 등을 고려하였다. 이때 하나의 제

품으로 사출할 시 언더컷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2피스로 분리하여 사이드 마운팅 

브라켓을 사출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완성차와 개선 설계 협의를 거쳐 2

피스 제작은 제품단가 상승으로 인해 조립공정 개선을 통해 1피스로 하면서 언더컷 

문제를 해결하여 설계 반영하였다.

  그림 4.13은 공조시스템 마운팅 브라켓의 설계 및 개선방향을 나타내었다. 공조시

스템과 마운팅 하기 위해 사출성형시 볼트 인서트 성형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때 

공조시스템과의 조립성 불가와 사출성형시 언더컷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때 공조시

스템과 조립성을 위해 사출성형시 볼트 인서트 성형에서 사출성형 후 볼트 조립공

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언더컷의 경우 금형의 슬라이드 코어 적용을 한다는 가정하에 

제품 구조 변경을 통해 언더컷 개선 설계를 반영하였다.

  그림 4.14는 그 외 칵핏모듈과의 주요 마운팅 브라켓 설계 형상을 나타내었다. 글

로브박스 거치대 마운팅 브라켓으로 사출성형 방향에 따른 언더컷 문제만 설계 반

영하였다. PAB 브라켓은 칵핏모듈과의 마운팅 볼트를 사출성형시 금형에 인서트하

여 성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언더컷 문제를 위해 슬라이드 코어 사용을 검

토 하였으나 제품상의 기능적 단순성을 고려하여 슬라이드 코어 대신 제품 설계 단

순화로 최종 설계 변경하였다.

  그림 4.15는 개발품 설계 반영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관련 부품뿐만 아니라 기

타 하드웨어 부분까지 검토한 결과를 설계 반영하였다. 사이드 마운팅 브라켓은 관

계 부품과의 간섭 회피와 마운팅 상대 부품은 칵핏모듈내 C/PAD 부품이며 이와 관

련된 하드웨어 등을 검토하였고 사출성형시 슬라이드 구조 검토와 하드웨어 볼트 

크기도 조정 설계하였다. 마그네슘 소재를 이용한 다이케스팅 브라켓의 경우 마운

팅 조건에 따른 제품 설계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조립 유닛에 대한 검토를 추가 하

여 설계 반영하였다. 기타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한 브라켓의 경우 마운팅 조건에 

따른 구조 검토를 하였으며 이때 제품 생산 가능성 위주로 검토 되었다. 또한 하드

웨어 볼트는 기존 직경 5 mm에서 직경 6 mm로 일괄 변경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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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이드 마운팅 브라켓

1 차 개선 설계 2 차 개선 설계

최적화
대상

최적화
해석

최종
설계품

그림 4.12 사이드 마운팅 브라켓 설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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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조시스템 마운팅 브라켓

1 차 개선 설계 2 차 개선 설계

최적화
대상

최적화
해석

최종
설계품

그림 4.13 공조시스템 마운팅 브라켓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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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그외 마운팅 브라켓

최적화
대상

최적화
해석

최종
설계품

그림 4.14 그외 마운팅 브라켓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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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개발품 최종 설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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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의 진동 해석을 통한 설계 검증

  최종 설계된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를 이용하여 위상최적화 진동해석을 수

행 하였다. 단품 진동해석결과 1차 모드는 38.37 Hz, 2차 모드는 39.58 Hz로 나타났

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자동차 차체가 있는 모델로 검증 하였으며 이때 그림 4.17

과 같이 1차모드는 38.33 Hz, 2차모드는 39.52 Hz로 해석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위상최적화 해석을 통해 자동차 차체 모델이 포함된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진동해석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제품 

설계 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1 차 모드

2 차 모드

그림 4.16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의 진동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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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6의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의 진동해석 모델과 그림 4.17과 같이 자

동차 차체를 포함하는 진동해석 모델을 비교하며 그림4.16의 경우 엘리먼트수는 

47,456개로 해석시간 약 33초이고 그림 4.17의 경우 757,198개로 해석시간 약 21분 

28초로 본 연구에 사용된 컴퓨터 사양이 2.6 GHz, 4 CPU로 해석 시간이 약 39배의 

시간차가 났다. 따라서 모델의 엘리먼트 수는 약 16배로 해석 엔지니어의 모델링 

시간을 고려하면 해석 시간차이는 해석시간 대비 더클 것으로 판단된다.

1 차 모드

2 차 모드

그림 4.17 자동차 차체 추가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의 진동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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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결과

  본 연구에서는 위상최적화 기법을 활용한 제품 경량화 설계를 하고자 연구를 수

행하였다. 자동차의 설계를 진동관점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개발품은 자동차의 일부 

부품이라도 개발품과 관계된 부품들을 조립한 상태에서 진동특성을 검토하여야 한

다. 이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부품별 개발기업

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간 설계 보완 등의 문제로 자동차 차체 즉, 전체 모델을 유

지하면서 최적설계를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품사와 완성차 부품간의 설계데이터 공유 등의 문제와 

최적설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CBN(Craig Bampton Nodal Method) 학

습법에 기인한 서버모델(Sub Model)만으로 전체모델의 경계조건을 표현할 수 있는 

해석방법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설계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개발품을 최적화하고 이는 CBN 해석방법을 도입하여 실시하

고자 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통해 제품 설계를 완성하고 이를 성형성 및 조

립성이 검토된 제품 설계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1. 위상최적화 모델은 경량화를 고려하여 알루미늄바에 사이드 마운팅 브라켓, 스티

어링 마운팅 브라켓, 칵핏모듈 서포트 브라켓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는 최초 완성 

차체 기준에 개발품을 장착한 상태에서 진동해석을 하고 이 결과를 개발품의 단

품에 완성 차체와 접합 되는 곳에 슈퍼요소(Super Element)를 적용하여 완성 차체

가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모델링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진동해석을 

통한 개발품 최적 설계도를 도출하였다.

2. 위상최적화 모델을 통해 도출된 설계도 중 마그네슘 소재를 이용한 다이케스팅 

브라켓의 경우 마운팅 조건에 따른 제품 설계 변경을 반영하고 조립 유닛에 대한 

검토를 추가하여 설계 반영하였다.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한 브라켓의 경우 마운팅 

조건에 따른 구조 검토를 하였으며, 제품 양산시 발생할 수 있는 사출성형에서의 

금형 구조 문제를 검토하여 설계 반영하였다. 또한 조립성을 검토하여 하드웨어 

즉, 볼트와 같은 추가 부품도 검토한 설계도를 제시하였다.

3. 위상최적화 모델을 통해 도출 제시된 개발품의 단품과 개발품이 자동차 차체에 

적용된 모듈품과 진동해석을 통해 결과를 검증하였다. 개발품의 단품으로 진동해

석한 결과 1차 모드 38.37 Hz, 2차 모드 39.58 Hz으로 나타났으며 개발품이 포함

된 차체모듈품의 경우 진동해석 결과 1차모드 38.33 Hz, 2차모드 39.52 Hz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위상최적화 모델을 통한 단품과 단품이 포함된 모듈품의 진동

해석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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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금형설계 및 적용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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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론

  기존의 카울 크로스멤버는 전체 스틸로 조립되어 있는 형태이다. 최근 자동차의 

경량 실현을 위해 일부 선진국에서는 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카울 크로스멤버는 크래쉬패드를 지지하고 이를 자동차 차체에 고정하는 역

할을 한다. 이때 크래쉬패드를 지지하는 주 구조물과 이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부 구조물로 조합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사용하고 부 

구조물을 플라스틱 복합소재를 이용한 사출품을 이용하여 자동차 경량화를 실현하

고자 하였다. 주 구조물의 경우 일정부분 강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 

압출재를 검토하였고 이 알루미늄 압출재에 플라스틱 복합소재를 이용한 사출을 하

여 제품을 완성하는 방법이다.

  사출성형은 생산비용의 절감, 제품 디자인의 제약성 극복과 대량생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복합소재를 이용한 사출성형에 대한 

응용기술이 전기,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 널리 보급되면서 그 중요성은 매우 강

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연료효율 향상 및 기타 원가절감 등의 목적으로 비금

속 재료 가운데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무 성분을 포함하면 약 15%에 육박

하고 있으며 앞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국내 금

형업체는 비효율적인 금형설계에 의하여 금형의 수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

고 있다. 더욱이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화 되어 점점 복잡한 기능을 요구하므로 금

형의 구조 및 부품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제품의 정밀도

를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형 수축량이 큰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여러 차례 금형 수정이 이루어지므로 컴퓨터를 이용한 사출성형해석

이 필요하게 된다[64]. 최근에는 복합소재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금형의 수명을 예

측하여야 하며 이는 금형을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확인 할 방법이 없다. 이를 예측

하기 위해서 금형 수명 해석을 통해 금형의 구조 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알루미늄재의 경우 구조적 강성을 요구하는 구조물이다. 이로 인해 알루미늄 제

조방법을 압출성형 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단면 형상 자유도를 얻기 위해 적용 

되었다. 알루미늄 압출성형 제품의 단면은 크래쉬패드를 지지하는 것과 자동차 차

체에 부착되는 것에 대한 강성 확보와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인서트 사출시 플라스

틱 사출물과 알루미늄과의 밀착성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사출성형 공정 및 압출 공정을 상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해석을 통한 결과를 금형설계에 반영하고 사출성형 

금형의 경우 수명해석을 통해 금형의 내구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알루미늄 압출 공법에 의해 시제품 제작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알루미늄 압출 제품을 사출성형시 인서트하여 카울 크로스멤

버를 완성하는 공정으로 시제품 제작을 하였으며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품의 품질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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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대상 제품 검토

  대상 제품은 자동차 부품의 카울 크로스멤버는 차량의 실내 크래쉬패드 안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크래쉬패드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동차 차체와 

연결되는 구조이다. 또한 스티어링 시스템을 지지하는 역할도 하며 자동차 좌우 방

향의 휘어짐이나 뒤틀림 방지의 역할도 있다. 그림 5.1에서 카울 크로스멤버 내 ➀

은 충돌 흡수하는 브라켓으로 운전석 밀림량, 무릎 하중 최소화하는 기능이며 ➁는 

조타강성을 위한 브라켓으로 핸들 동작 시 즉각 반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➂은 진

동 강성을 보완하는 브라켓으로 핸들과 공진회피 및 강건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며 

➃는 자동차 차체에 마운팅 강성을 요하는 부분으로 마운팅을 위한 구조적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림 5.1 대상 연구 제품

  연구 대상 제품의 특성은 기존의 철강소재로 생산되어 단품으로 8~10 kg 무게로 

고중량이며 그림 5.2의 개발품 경우,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로 기존 대비 약 

45%까지 경량화를 추구할 수 있다. 이는 자동차 차체와 연결되는 부분은 알루미늄 

압출재로 사용될 예정이며 크래쉬패드와 연결되는 부분은 플라스틱 소재를 적용한 

구조물이며 충돌과 같은 강성을 요하는 부분은 마그네슘으로 제작하였다. 먼저 알

루미늄과 복합소재 적용 사출품은 인서트 사출공법을 이용해 접합 되었으며 알루미

늄과 마그네슘은 조립을 통해 접합되는 공법이다. 여기서 플라스틱 소재는 PA인 나

이론 플라스틱 소재에 장 유리섬유를 포함한 복합소재를 말하며 이는 본 논문 3장

에서 상세히 논한바 있다.

그림 5.2 기존 대비 개발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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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압출성형 및 금형 설계 검토

5.3.1 이중관 압입시험 및 압출성형 해석

  (1) 이중관 압출성형 제품의 압입 시험

  이중관 압입 사전 시험은 카울 크로스멤버의 알루미늄 구조는 3차원으로 복잡한 

구조로 카울 크로스멤버는 1피스(Piece)로 압출성형 제작이 어려운 현실로 2피스로 

압출성형 후 제품을 열간 압입공정을 통해 접합하기 위함이다.

  압출금형 설계를 위해 이중관 압입 사전평가를 실시하였다. 적용소재는 알루미늄 

A6063계열로 빌렛은 Hydro사의 소재를 사용하였고 외측관은 직경42×47 mm, 내측

관 직경 47×53 mm로 하였으며 이때 외측관에 내측관을 압입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경의 변화가 중요하고 내측관의 경우 외경의 변화가 중요하다. 압입조건은 온도

와 시간에 영향을 받으며 알루미늄의 압입시험의 경우 온도와 시간에 따라 팽창률

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압입시험은 3회의 시험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1회 시

험에서 압출치수는 내측관 외경이 47.34~47.38 mm이고 외측관 내경은 46.34~46.42 

mm로 압출하였다. 압입조건은 250℃에서 30분 예열한 후 압입하였으며 알루미늄의 

경우 외측관 내경이 내측관 외경보다 작아도 압입조건의 영향으로 압입후 용접이나 

다른 접합공정 없이 고정하는 열간 조립공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의 1회시험에서는 

두 이중관의 압입접합이 실패하였으며 이는 압입되는 치수의 차가 너무 크게 발생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회시험은 내측관 외경이 47.04~47.08 mm이고 외측관 내경

은 46.94~46.97 mm로 압출하였다. 1회 때의 시험 실패를 줄이기 위해 내경은 1회 

때 보다 크게 하고 외경은 작게 압출하여 압입하였으며 압입조건은 350℃로 30분 

예열 하여 압입시험 한 결과 1회 때와 같이 압입은 되지 않았으며 이는 1회 때의 

실패와 다른 압입온도가 너무 낮아 알루미늄의 열팽창이 낮아 실패한 것으로 판단

하였다. 3회 시험은 2회 압출 치수를 근거로 내측관 외경이 47.03~47.07 mm이고 외

측관 내경은 46.95~46.98 mm로 압출하였다. 내측관과 외측관의 치수 격차(Gap)은 1

회 0.92~1.04 mm, 2회 0.06~0.14 mm, 3회 0.05~0.12 mm로 압출하였고 3회의 압입 

조건은 450℃로 40분 예열하여 압입한 결과 고정 되었다.

  (2) 압출 성형 해석 결과 및 분석

  압출해석은 알루미늄 A6063계열로 고온 압출시험을 통해 온도에 따른 유효응력-

변형률 선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그림 5.3의 해석조건에 반영하였다[73]. 

압출성형해석 모델은 포트 홀(Port Hole) 금형의 1/10 축대칭 모델로 구현하였으며 

공정조건은 초기 빌렛 온도 450℃, 컨테이너내부온도 480℃, 빌렛 지름 7인치(Inch), 

마찰계수 0.7, 램스피드 5 mm/s, 열전달계수 11 N/s·mm·℃ 조건으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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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석 조건

적용 제품 

단면 및

금형 구조

     

               

고온물성치

(A6053)

금형해석 

모델

1.   

그림 5.3 해석에 사용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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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s Value

Billet material Al6063

Initial billet temperature 450℃

Initial tool temperature 480℃

Billet diameter 177.8 mm

Friction factor(m) 0.7

Ram speed 5 mm/s

Heat transfer coefficient
between billet and tools 11 N/sec/mm/℃

표 5.1  해석에 사용된 공정 조건

  유한요소 해석은 상용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그림5.4는 압출

성형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해석에 사용된 압출공정은 포토홀 압출(Porthole 

Extrusion)공정으로 중공단면의 길이가 긴 튜브 혹은 프로파일(Profile)을 제조하기 위

한 대표적인 소성가공 공정이다[65-69]. 포트홀 압출금형은 일반적으로 압출금형에 

비해 그 구조가 복잡하며 이는 컨테이너(Container), 포트홀, 그리고 접합실(Welding 

Chamber)의 세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70-71].

  압출 성형해석은 소재 유동양상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압출기 컨테이너 내 알루미

늄 빌렛을 넣고 금형을 셋팅한 후 성형을 시작하여 접합실 내 알루미늄 소재가 채

워지고 성형하는 단계로 해석을 하였다. 유동 양상은 양호 하였고 압출성형 시 온

포분포는 성형이 시작 될 시점은 480℃에서 시작하여 최대 500℃에서 성형되었다. 

  일반적으로 압출속도는 포트홀 압출금형의 접합실 내 소재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

으로 포트홀에서 나누어진 소재가 접합실에서 접합될 때 인접한 소재끼리 만나는 

영역에서 접합면(Welding Plance)이 형성된다. 또한 접합실 내에서 실제 접합은 금형 

출구부 인근에서 발생하며 나머지 영역은 데드 메탈(Dead Metal)영역이다[72]. 접합

면에서 충분한 접합압력(Welding Pressure)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합불량에 의

한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74-75]. 따라서 최종 압출품의 접합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접합실 내에서 충분한 접합압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접합면에서의 접합압력은 최고 160 Mpa로 나타났다. 포트홀 압출공정 하중은 업

세팅(Upsetting), 분할(Dividing), 그리고 성형(Forming) 구간으로 나누어지며, 최대 압

출하중은 접합실을 모두 채운 소재가 금형 출구부로 빠져나올 때 발생하게 된다. 

압출부의 속도 분포는 최대 20 mm/s로 성형되었고 해석결과 최대 압출하중은 약 

1000톤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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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석 결과

소재

유동양상

성형 시

온도분포

압출부 

속도분포 

및 

접합압력

    

최대압출

하중

그림 5.4 압출 성형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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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압출 금형 설계 및 제작

  (1) 압출금형 설계 검토

  카울 크로스멤버의 알루미늄 바는 구조적으로 일정 이상의 강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제품의 단면 형상과 소재 두께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기본 설계 안은 OEM사와 설계 

협력하여 2개의 단면 형상을 제시하였다. 단면 형상은 원형과 사다리꼴형으로 하였으며 

압출성형과 자동차 구조로써 형상을 고려하였다. 또한 사출성형시 인서트한 알루미늄 

바에 복합소재 사출성형을 통해 브라켓 형상을 제조하기 때문에 양산을 대비한 검토도 

추가 되었다. 그림 5.5, 그림 5.6, 그림 5.7은 원형과 사다리꼴 형상이 외측 바와 내측 바

로 구분되며 내측 바는 외측 바에 열간압입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 금형 설계하였다.

두께
(mm) 제품치수 금형형상

2.5t

2.5t

그림 5.5  외측 바의 금형설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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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mm) 제품치수 금형형상

2.0t

2.5t

3.0t

3.5t

그림 5.6  내측 원형 바의 금형설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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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mm) 제품치수 금형형상

2.0t

2.5t

3.0t

3.5t

그림 5.7  내측 사다리꼴 바의 금형설계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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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압출금형 질화 표면처리

  압출금형의 표면처리는 금형의 내구 수명을 극대화 시키고 표면조건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표면조건은 마찰계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압

출공정에서의 마찰계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처리의 여

러 방법 중 질화처리를 선택하였다. 이는 압출 또는 사출금형 등에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질화처리 시험은 시편을 통해 공정 조건을 검토하고 검토된 조건 

중 질화처리가 가장 우수한 조건으로 금형을 질화처리 하는 공정을 선택하였다. 

  이온질화처리의 공정 변수는 바이어스 전류(Bias Power), 가스비율(GAS Rate), 처

리온도, 공정 처리 시간으로 하였으며 여기서 공정변수는 기존의 처리 변수와 전문

가들의 조언에 의해 결정되었다.

구분
Bias 

power
(kw)

GAS rate
(N2:H2) 

온도
(℃)

공정시간
(hr)

비고

1 5 2:1 560 10

화합물층 : 5㎛

표면경도 : Hv1175

경화깊이 : 100㎛

2 5 1:2 560 10

화합물층 : 0㎛

표면경도 : Hv1192

경화깊이 : 100㎛

3 5 1:3 560 10

화합물층 : 0㎛

표면경도 : Hv1209

경화깊이 : 100㎛

4 8 1:2 560 10

화합물층 : 0㎛

표면경도 : Hv1209

경화깊이 : 130㎛

5 10 1:2 560 15

화합물층 : 0㎛

표면경도 : Hv1227

경화깊이 : 220㎛

표 5.2 SKD61 이온질화처리 조건 및 테스트 결과

  압출금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표면경도는 1000 Hv 이상과 경화깊이 150 

㎛이상을 요구한다. 이는 압출금형의 특성상 금형과 가공 소재 사이 마찰에 의해 

금형마모가 발생하고 금형마모의 경우 최대 150 ㎛ 이상 시 압출 제품의 품질에 문

제가 되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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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질화처리의 시험 시편 중 1~3번의 경우는 가스 혼합비만 조정하여 처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가스 혼합비 변화에 따른 경화 특성은 화합물층의 경우 질소(N2)

가 수소(H2)보다 많은 비율일 때 높게 나타났으며 표면경도는 수소의 비율이 높아

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경화 깊이는 가스 혼합비율 관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시편 1~3번의 시험에서 표면경도는 3개의 시편 모두 만족하고 있으나 경화 깊이

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바이어스 전류를 증가시켜 경화 깊이를 시험하

였다. 가스비율은 질소와 수소를 1:2, 처리 온도 560℃, 공정시간은 10시간으로 하고 

바이어스 전류는 8 kw로 했을 때 경화 깊이가 130 ㎛으로 증가 되는 것을 확인 하

였다. 경화 깊이 150 ㎛이상의 만족 할 수 있는 표면처리 품질을 얻기 위해 바이어

스 전류를 10 kw, 공정처리 시간 15시간으로 증가하여 처리한 결과 표면처리경도 

1000 Hv 이상과 경화 깊이 150 ㎛이상의 압출금형의 표면처리 요건을 만족 할 수 

있었다.

구분 ×100 ×500

1

2

3

4

5

그림 5.8  이온질화처리 조건별 경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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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이온질화처리 조건을 통해 처리된 압출금형과 이온질화처리 되지 않

은 금형과의 금형 수명을 예측하였다. 금형 수명은 두 종류의 금형을 실제 압출금

형으로 사용하면서 금형 마모에 의한 제품 불량이 발생할 때까지를 금형 수명으로 

판단하였다. 시험결과 이온질화처리 되지 않은 압출금형의 경우 빌렛량 40개에서 

금형 마모에 의한 제품 불량이 발생하였으며 이온질화처리한 금형의 경우 빌렛량 

104개까지 제품 불량없이 생산하였다. 따라서 이온질화처리한 금형이 처리 되지 않

은 압출금형에 비해 약 264% 수명 증가가 발생한 것으로 타나났다.

5.3.3 압출금형에 의한 시제품 제작

  압출성형을 통해 원형 형상 및 사다리꼴 형상에 대해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압출

성형 된 알루미늄 관의 두께는 설계된 금형형상과 같이 2.0, 2.5, 3.0, 3.5 mm로 각

각 제작하였다. 

  압출성형 형상별 제품은 열간 압입을 통해 조립되었으며 이는 앞에서 정리된 압

입에 의한 조립은 온도 450℃, 예열 40분 가열 후 이루어졌다. 이때 이중관에 대한 

열간 압입부의 치수편차는 0.04~0.08 mm로 이루어졌으며, 사다리꼴 형상의 열간 압

입부의 치수편차는 0.07~0.09 mm로 발생하였다. 열간 압입부의 압입 길이는 150 

mm이상 압입 되도록 하였으며 이는 압출 성형된 알루미늄 바는 강성을 가져야 하

는 구조물이기 때문이다.

구분 2.0t 2.5t 3.0t 3.5t

원형

사다리

꼴형

열간 

압입 

조립

그림 5.9 압출에 의한 알루미늄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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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출성형 및 금형 설계 검토

5.4.1 사출금형 설계를 위한 제품 구조 검토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사출금형 제작을 위해 제품 설계 검토를 하였다. 그

림 5.10은 컨셉의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설계도로 제품 데이타 디자인을 검

토 하였다. 이는 제품 사출성형시 언더컷 회피 구조 재검토 및 슬라이드 코어 적용 

핀 형상과 인서트 알루미늄 바에 대해 고정 방안 구조 검토를 실시하였다.

  알루미늄 바의 양쪽 끝부분의 복합소재 사출부는 ①부 언더컷 발생부에 대해 제

품부 일부 수지 메움으로 제품 설계 변경 적용 하였고 구조적으로 언더컷이 되는 

홀부는 슬라이드 코어를 적용하는 금형 설계 구조 검토를 하였다. 여기서 제품부 

언더컷으로 인해 단순히 슬라이드 코어를 사용하여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은 상하 

파팅되는 분리형 슬라이드 코어를 적용 검토하였다. 고정핀은 카울 크로스멤버를 

자동차 차체에 고정할 때 사용되는 핀으로 제품 양쪽 1개씩 위치하고 있다. 이는 

사출성형 시 금형에 인서트 고정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금형내 자석을 삽입

하는 구조의 금형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③부의 금형 설계 검토결과 볼트부는 금형내 자석 인서트를 통해 고정하는 방법

으로 검토 되었고 볼트부의 홀 언더컷의 경우 볼트 머리면에 수지 채움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어 제품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품부 언더컷 부위는 슬라

이드 코어 적용으로 검토하였다. 

  ④부는 제품부 언더컷은 금형 설계시 슬라이더 코어 적용 방법으로 검토 하였으

며 제품부에 위치한 핀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5.11는 그림 5.10에서 검토된 내용을 일부 제품 설계 반영하고 금형설계를 

제외한 제품 구조적 검토에서 문제시된 내용을 제품 설계 반영되었다. 이는 제품에 

대해 금형 설계를 위한 제품 구조 검토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①부 금형 설계 검토 결과 경사홀의 언더컷의 경우 경사홀부 구배적용한 제품 설

계 변경으로 검토하였다. 제품부의 홀 언더컷은 구조적 제작 불가능한 구조로 제품

부 구조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하였다. 제품부 언더컷 부는 슬라이드 코

어를 적용 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②, ③의 제품 언더컷부는 수지메움을 통한 제품 설계 변경 또는 슬라이더 코어 

적용이 필요하며 핀부의 경우 제품 구조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

다. 이 부분은 핀에 의해 제품 전반적 구조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⑤는 제품부 언더컷은 슬라이더 코어 적용으로 제작 가능한 부분이며 ⑥은 핀부

의 언더컷으로 인해 제품부 구조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사출금형 설계를 위한 제품 구조 검토 결과 슬라이드 코어 11곳, 경사코어 2곳, 

사출금형 내 유압실린더 2곳이 적용 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다.

  그림5.12은 사출성형 후 금형에서 제품을 빼기할 때 정상적으로 제품 분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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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지에 대한 검토이다. 카울 크로스멤버는 알루미늄 바에 복합소재를 사출하는 

공법으로 사출금형의 상·하 라인을 제품의 파팅 라인이라 한다. 따라서 제품의 파팅 

라인을 기준으로 0.2 mm 상·하 구배를 적용하여야 금형에서 제품이 쉽게 분리된다. 

이는 사출품의 설계 변경이 반듯이 필요한 부분이며 제품 강성 및 기타 설계상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① 별물에 의한 언더컷 발생

      언더컷부 제품부 메움
② 성형 가능

③ 자석으로 인서트 볼트 고정

   볼트부 언더컷 홀 메움

   슬라이드 코어 적용

④ 슬라이드 코어 구조 적용

그림 5.10 1차 컨셉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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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사홀 구배 적용

    홀 언더컷은 제품 설계 변경

    언더컷은 슬라이드 코어 적용

② 언더컷은 제품부 수지메움

   핀부 언더컷은 제품부 설계 변경

③ 언더컷부 슬라이더 코어 적용

   핀부 언더컷 구조 불가

④ 슬라이드 코어 적용

⑤ 슬라이더 코어 적용 ⑥ 슬라이더 코어 적용

  핀부 언더컷 구조 불가

그림 5.11 2차 컨셉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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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배 형상 ② 구배 형상

③ 구배 형상 ④ 구배 형상

⑤ 구배 형상

⑥ 구배 형상

그림 5.12 컨셉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금형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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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사출성형 해석 및 고찰

  (1) 사출해석 조건 및 소재 특성

  사출성형 해석은 유한요소 상용프로그램인 몰드플로우(Moldflow)를 사용하여 제

품에 대한 성형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이때 프로세스 셋업(Process Settings)의 충

전시간(Fill Time)은 2.5초, 보압 시간(Pack Time) 2초, 보압 압력(Pack Pressure) 50%, 

금형온도 70℃, 냉각 시간(Cooling Time) 20초로 설정하였다.

  사용된 수지는 나이론(PA6)으로 유리섬유 60% 함유된 수지이다. 이는 결정성 수

지(Crystalline)로 미세구조상 액상상태에서 임의의 분자배향을 가지지만 고체 상태에

서 빽빽이 채워진 결정이 생성된다. 비결정성 수지에 비해 뛰어난 화학적 저항이 

있고 성형시 높은 부피 수축과 일반적으로 높은 강도 및 낮은 점성을 가지는 특성 

이다. 녹은 온도(Melt Temperature)는 270~290℃ 설정하였으며 사출온도(injection 

Temperature)는 220℃로 설정 하였다. 그림 5.13는 전단율 변화에 따른 점도 곡선으

로 플라스틱 수지의 경우 온도 상승에 따라 점도가 낮아진다. 또한 전단율이 높아

지면 점도가 낮아지게 되는데 이를 유변학적 용어로 전단 박화(Shear Thining) 또는 

전단 담화 현상이라고 한다. 그림5.14는 비체적(Specific Volume)은 밀도의 역수로서 

수지의 압력 변화 및 온도의 변화에 따른 비체적의 변화가 발생하며 본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지의 수축 및 변형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이는 압력에 따라 

커브(Curve)간 간격이 큰 소재는 압력의 크고 작음에 의해 부피변화가 커서 모든 부

분에 압력이 골고루 분포하도록 압력 설정이 중요하다.

그림 5.13 해석에 사용된 전단율 변화에 따른 점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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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해석에 사용된 수지의 PVT 선도

  (2) 사출해석 모델

  카울 크로스멤버의 사출해석에 사용된 모델로 알루미늄 바는 사출금형에 인서트 

되는 모델로 구성하였다. 사출기에서 금형으로 수지가 전달되는 노즐은 11개로 설

계되었으며 노즐에서 제품으로 수지가 주입되는 게이트는 12개로 설계 모델링 되었

다. 게이트 형상(Type)은 사이드 게이트(Side Gate)로 모델링 하였으며 사이즈(Size)

는 폭 12 mm, 두께 1.5 mm,  길이 10 mm로 설계하였다. 런너 사이즈(Runner Size)

의 형태는 원형으로 설계하였으며 직경은 12 mm, 길이는 30 mm로 설계하였다.  스

프루 사이즈는 직경 12 mm, 노즐 끝단은 5 mm로 길이 30 mm로 설계하였다.

Gate Size

Type Da(W) Db(T) L EA

Side Gate 12 1.5 10 12

Runner Size Sprue Size

Shape Dr(mm) L(mm) D1(mm) D2(mm) L

Circle 12 30 12 5 30

표 5.3 해석에 사용된 게이트, 런너, 스프루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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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 사출해석에 사용된 게이트 위치

  그림 5.16은 사출해석에 사용된 제품 형상이며 이는 금형 설계 검토에서 제시된 

현안들이 반영된 형상이다. 제품 전체 크기는 1,578 × 339 × 287 mm이며 알루미늄 

바를 제외한 유리섬유 복합소재부의 중량은 321 g으로 설계되었다. 제품 주요 부분

의 사출 두께는 2.5 mm로 설계되었으며 제품 끝단부 두께는 0.6 mm로 설계되었다. 

이는 금형 설계 검토에서 제시된 사출성형 후 금형에서 제품 빼기를 쉽게 하기 위

함과 일부 언더컷 제거를 위해 반영되었다. 

그림 5.16 사출해석에 사용된 제품 형상

  그림 5.17은 밸브 노즐을 이용하여 각 노즐별 오픈 시간을 제어하였다. 11개 노즐

은 사출기에서 나오는 게이트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1, 2번 노즐의 오픈 시간이 가

장 짧고 이와 멀리 있는 곳일수록 밸브 노즐 오픈 시간의 차를 이용하여 성형되도

록 조건을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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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Injection
Time(s)

Open Time(s)

Nozzle
1,2

Nozzle
3,4

Nozzle
5

Nozzle
6

Nozzle
7,8,9,10

Nozzle
11

Valve 2.92 0 ~ 1.3 0 ~ 2.2 0 ~ 2.1 0 ~ 2.7 0 ~ 2.9 0 ~ Full

그림 5.17 해석에 사용된 게이트별 Open Time 

  (3) 사출해석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최종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은 카울 크로스멤버 이다. 본 제품은 압

출성형 한 알루미늄 바와 자동차 타 부품을 결합하기 위한 볼트 및 핀 들이 포함되

어 있어 이들은 인서트 사출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림 5.18는 사출성형해석을 통한 충전 시간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때 충전시간

은 최대 2.92초 정도 소요 되었으며 충전 마지막 부분은 제품 오른쪽 부분으로 확

인 되었다. 보통의 사출성형의 경우 금형의 밸런스 및 제품 변형 등을 고려하여 사

출성형에서 충전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 하고 있으나 본 제품의 경우 알루미늄 바

에 사출품이 여러 부분에 각각 설계 되어 있어 사출성형을 하는 경우 큰 영향이 없

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9은 사출성형해석 후 웰드라인(Weld Line)을 체크 한 것을 나타내었다. 이

때 알루미늄 바 양끝 부분의 사출품에서 웰드라인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

다. 이는 사출제품에서 리브(Rib)나 홀(Hole) 주위에 집중되어 있어 금형 설계 시 가

스빼기 적용을 통해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0은 최대 형체력과 최대 사출압력을 확인하기 위함이고 이는 사출기의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 하였다. 사출성형 해석 결과 최대 형체력은 약 212.1톤

으로 나타났고 최대 사출압력은 63.91Mpa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2500

톤 사출기는 안전율 80% 적용시 2000톤을 활용할 수 있어 본 제품을 사출성형 하

는 되는 충분히 성형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5.21는 사출성형 시 제품의 온도 분포를 검토하였으며 이는 제품 성형 중 

제품 일부에서 너무 빨리 냉각되면 플라스틱 수지의 유동이 급격히 떨어져 미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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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출성형 시 제품의 대부분의 위치에서 유동 수지의 

온도는 270℃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 제품의 충진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되나 일부 제품의 끝단 두께가 0.6 mm 이하인 제품 부분의 선단온도가 최

소 220℃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사출시에는 제품 끝단부 얇은 두께로 

인해 부분적 미성형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제품의 사출성형 중 

온도는 220.2 ~ 285.1℃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22은 사출성형 후 제품 냉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변형량을 검증하였다. 

본 제품의 경우 알루미늄 바에 인서트 사출되어 있어 큰 비틀림이나 변형을 없을 것

으로 판단하였으나 검토 결과 X방향으로 –10.9~7.5 mm, Y방향으로 –8.23~2.94 

mm, Z방향으로 –13.72~2.96 mm, 총 0.01~14.93 mm로 변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따라서 본 제품의 사출성형 해석 결과 변형량의 과다 발생하는 것으로 판

단되어 사출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충전시간 2.92s

(1) 25% 전(0.91s) (2) 50% 충전(1.58s)

(3) 75% 충전(2.25s) (4) 100% 충전(2.89s)

그림 5.18 사출성형해석 충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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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9 사출성형해석 웰드 라인(Weld Line)

(1) 최대 형체력 : 212.1톤

(2) 최대 사출압력 : 63.91 Mpa

그림 5.20 최대 형체력 및 사출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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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사출성형 중 온도 분포 : 220.2 ~ 285.1℃

(1) X 방향 변형 : -10.9~7.5 mm (2) Y 방향 변형 : -8.23~2.94 mm

(3) Z 방향 변형 : -13.72~2.96 mm
(4) ALL 방향 변형 : 0.01~14.93 mm

그림 5.22 사출성형 후 변형량 : 14.93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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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사출해석 결과 사출성형 후 냉각 된 상태에서의 변형량이 과다하여 사출성형 

조건을 조정하여 추가 검토하였다. 1차 사출해석 조건 중 보압 시간을 2초에서 1초

로 조정하고 보압 압력을 50%에서 30%로 낮추고 금형온도를 70℃에서 80℃로 올

려 2차 사출성형해석 결과를 검토하였다.

2차 사출성형 해석 결과 충진시간은 2.79초로 1차 해석 시 2.92초 보다 짧은 시간

이 소요 되었다. 최대 형제력은 1차 사출성형 해석에서는 212.1톤으로 나타났으나 2

차 사출성형 해석에서는 211톤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최대 사출압력은 1차에서 

63.91 Mpa 2차 사출성형 해석에서 55.61 Mpa로 약 8.3 Mpa 낮아짐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본사에서 보유한 2500톤 사출기에서 충분히 성형 가능 할 것으로 검토하였다. 

  1차 사출성형 해석에서 사출성형 중 최저 사출온도 220.2℃시로 낮아 제품의 끝

단 얇은 부위에서 미성형 우려가 발생하였으나 2차 사출성형 해석에서는 사출성형 

중 최저 사출온도가 255.3℃로 높아져 1차에서 발생한 제품 얇은 부위의 미성형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림 5.2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제품 일부에서 성형 후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형 설계에서 제품 두께 변경이 

예상되나 제품 성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그림 5.23 사출성형 중 온도 분포 : 255.3 ~ 283.8℃

  그림 5.24는 사출성형 후 제품 냉각 상태에서 변형량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내었

다. 이는 1차 사출성형 해석에서 과도한 변령량(최대 14.93 mm) 사출성형 조건을 

변경하여 사출성형 해석한 결과 최고 온도는 변화가 없고 사출압력 및 형체력은 증

가하였으나 변형량은 최대 2.148 mm로 크게 낮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보압 압력이 낮아지면 잔류응력 감소로 인해 변형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된다. 

  사출성형 해석을 통해 사출성형 조건을 제시 하였으며 사출장비를 이용한 사출시 

11개의 노즐에서 각각의 작은 캐비티(Cavity)를 충진해야 하는 조건으로 각각의 케

비티 볼륨이 작고 사출시간이 짧아 정밀한 시퀀스 컨트롤 밸브를 제어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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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 방향 변형 : -1.49~0.94 mm
(2) Y 방향 변형 : -1.48~1.27 mm

(3) Z 방향 변형 : -0.98~1.67 mm
(4) ALL 방향 변형 : 0.007~2.148 mm

그림 5.24 사출성형 후 변형량 : 2.148 mm



- 134 -

5.4.3 사출성형 금형 설계 및 제작

  (1) 알루미늄 바와 복합소재 적용 밀착성 시험

  카울 크로스멤버를 구성하는 알루미늄 바는 유리섬유가 포함된 복합소재를 사용

하여 사출성형하는 공법으로 접합되는 구조이다. 이때 알루미늄 바에 사출성형 되

어 복합소재의 플라스틱 브라켓은 알루미늄 바와 밀착성이 좋아야 한다. 따라서 압

출성형으로 제작된 원형과 사다리꼴 형상의 알루미늄 바의 밀착성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알루미늄 바와 사출성형 복합소재와의 밀착성은 그림 5.25와 같이 카울 크로스멤

버 일부분에 대해 시험편을 제작 하였다. 알루미늄 바의 시험편은 원형과 사다리꼴

로 두께 2.0, 2.5, 3.0, 3.5 mm로 각각 3개씩 준비하였다. 단면 형상별 알루미늄 바 

시험편에 카울 크로스멤버에 설계된 형상으로 복합소재 적용 사출시편을 형상별 알

루미늄 두께별 각 3개씩 제작하였다.

그림 5.25 알루미늄바 형상별 밀착성 시험편

  그림 5.26은 알루미늄 바 단면 형상 원형 및 사다리꼴 두께 2.0 mm에 대한 시험

편 단면을 나타내었다. 이때 사출조건은 사출성형 해석과 같은 조건으로 수행 하였

으며 특히 사출압력은 약 70 Mpa로 사출성형 하여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이때 알루

미늄 바의 원형 및 사다리꼴 형상의 두께 2.0 mm 시험편에서 사출압력에 의한 소

재 두께 방향으로 변형이 발생하였다. 이는 복합소재를 알루미늄 바에 사출하는 과

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험편 3개 모두 2.5 mm이상의 시험편 보다 많은 변형 발생

으로 인해 밀착성 시험편으로 배제하였다.

  따라서 밀착성 시험편은 원형과 사다리꼴형의 2.5, 3.0, 3.5 mm 각각 3종류로 3개

씩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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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두께

원형 사다리꼴

2.0t

2.5t

3.0t

3.5t

그림 5.26 2.0t 알루미늄 바에 복합소재 적용 사출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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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소재 적용 알루미늄 바의 밀착성 시험 장치를 그림 5.27에 나타내었다. 시험

편은 알루미늄 바를 시험 지그에 장착하고 복합소재를 유압실린더를 통해 외력을 

가하였다. 이때 복합소재부을 직접 외력을 가하게 되면 복합소재부의 휨으로 인해 

복합소재부 위 스틸 바를 고정 시키고 복합소재부를 간접 외력을 가하였으며 이는 

복합소재부 파괴가 알루미늄 바와 연결부에서 발생시키기 위함이다.

  그림 5.28은 밀착성 시험 장치에 의해 알루미늄 바와 복합소재 적용 사출성형품

에서의 파괴 모양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외력에 의해 복합소재부가 파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알루미늄 바와 복합소재부가 일부 또는 전체가 분리

되면 밀착성 시험에서 실패(Fail)로 간주하였다.

  알루미늄 바는 압출성형 후 복합소재와의 밀착성을 높이기 위해 정전분체도장

(Electrostatic  Powder Coating)과 금속접합(Metal Plastic Adhesion)의 에칭(Etching) 타

입으로 표면처리 하였다.

그림 5.27 밀착성 시험 장치

그림 5.28 밀착성 시험편 파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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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바에 복합소재 적용한 사출물에 대해 밀착성 시험 결과를 표5.4에 나타

내었다. 시험은 원형 및 사다리꼴 그리고 정전분체도장 및 금속접합 에칭을 고려하

여 각각 3개씩 시험하였으며 표에 나타낸 외력(Strength)은 3개 시험편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밀착성 시험 결과 정전분체도장의 원형 알루미늄 바와 사다리꼴 알루

미늄 바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금속접합 에칭에 의한 밀착성은 정전분체도

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속접합 에칭된 원형 알루미늄 

바의 경우 외력에 의한 파괴로 본 연구 제품에는 사용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원형과 사다리꼴 알루미늄 바에 복합소재 적용 사출성형시 사출압력 약 70 Mpa

일 때 그림 5.2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다리꼴은 사출압력에 의해 모든 소재 두

께에서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형의 경우 두께 3.0 mm 이상일 때 변

형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알루미늄 적용 복합소재 사출을 통한 카울 크로스멤버 개발은 강성측면에

서 유리한 사다리꼴에 사출압력에 유리한 원형을 융합한 알루미늄 바 설계를 하였

다.

구분
알루미늄 바 

표면처리
알루미늄 바 
두께 (mm)

Max.
Strength

(kgf)

Max.
Displ.
(mm)

원형

Electrostatic  
Powder Coating

2.5 566.8 5.4

3.0 571.2 5.6

3.5 599.0 6.5

Metal Plastic 
Adhesion
(Etching)

2.5 51.2 1.3

3.0 60.1 1.4

3.5 61.0 1.2

사다

리꼴

Electrostatic  
Powder Coating

2.5 516.0 7.0

3.0 590.8 9.1

3.5 620.6 7.6

Metal Plastic 
Adhesion
(Etching)

2.5 392.8 7.4

3.0 340.5 6.9

3.5 364.1 7.2

표 5.4 밀착성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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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출성형 금형 설계

  사출성형 금형은 본 연구의 자동차 부품인 카울 크로스멤버로 개발품은 기존의 

전체 스틸 소재에서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그리고 자동차 차체와 연

결되는 볼트 및 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루미늄 바의 경우 압출성형을 통해 제작 

되었으며 마그네슘은 별도 제작하여 카울 크로스멤버에 조립 되는 공정이다.

그림 5.29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조립도

  사출성형 금형은 사출 제품을 성형하는 용도로 사출장비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어질 사출장비는 도시바(Toshiba) 2,500톤의 장비를 사용하

고자 하며 금형 작동거리는 최대 3,500 mm이다. 사출금형의 플레이트는 2,000×1,600 

mm로 설계 하였고 제품 사출성형을 위한 금형부는 1,850×600 mm로 설계 하였다. 

그림 5.30은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를 위한 금형 설계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5.31은 사출성형 시 금형의 조립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사출금형은 슬라이드 코어 

11곳, 경사코어 2곳, 유압실린더 2곳으로 적용되었다. (1)은 사출성형 시작전 유압실

린더는 후퇴하고 밀판을 전진 시켜 경사코어를 취출하고 인서트 볼트, 너트 및 핀

을 조립한다. (2)는 밀판 후진한 상태로 알루미늄 바를 인서트 조립하고 (3)은 사출

성형시 제품내 볼트 및 핀을 구현하기 위해 금형내 인서트 조립한다. (4)는 유압실

린더를 전진시키고 (5) 형폐 후 사출성형 하게 된다. (6) 형개 후 유압실린더를 후퇴 

시키고 밀판을 전진한 다음 제품 취출을 하는 단계로 설계가 되었다.

그림 5.30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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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판 전진 (2) 밀판 후진

(3) 인서트볼트 고정 (4) 유압실린더 전진

(5) 형폐 (6) 형개 (7) 유압실린더 후퇴

그림 5.31 사출성형 시 금형 조립도

  (3) 사출성형 금형 제작

  그림 5.32는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사출금형 제작 과정 및 사출장비를 통

한 습합 등을 나타내었다. 사출금형의 가공은 주로 방전가공과 NC가공으로 나누어

지며 냉각 채널을 위해 홀 가공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방전가공은 NC가공으로 할 

수 없는 정밀한 부위를 가공하는 것으로 절연성이 있는 가공액 중에서 가공 전극과 

공작물과의 사이에 단속적으로 방전시켜, 가공 전극과 같은 단면의 형상을 공작물

에 전사, 가공하는 방식이다. NC가공은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금형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 속도가 빠르다. 냉각 홀의 경우 건드릴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제작된 

금형은 상·하 접합 정도를 보기위해 사출기에 금형을 설치하여 습합을 보게 된다. 

이를 통해 금형 가공 및 습합, 사출장비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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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가공 NC가공 습합(Die Spot)

하형 금형 상형 금형

사출장비에 금형 조립

그림 5.32 사출성형 금형 제작

  사출성형의 경우 사출성형 해석에서 제시된 변경율의 경우 금형 설계단계에서 반

영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금형내 냉각채널에 의해 사출제품이 냉각이 일어나

면 이는 금형의 온도편차에 의해 제품부위별 냉각 속도차가 발생하여 제품 변형에 

영향이 크다. 따라서 금형내 냉각채널에 의해 금형의 냉각 온도 편차를 일정하게 

유지 하는 것은 사출금형 제작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 5.33은 제작된 사출금형내 냉각 채널에 의한 제품의 변형을 줄이기 위해 금

형 온도편차를 검토하였다. 금형내 냉각수를 사출성형시 보압단계에서 제품 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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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금형의 표면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온도 센스를 20개소 설치하였다. 또한 금

형의 전반적 온도는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측정되었다. 열화상카메라 및 온도센스를 

통해 측정된 결과, 최대 온도편차는 5.7℃로 나타나 제품의 변형에 영향을 줄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온도편차 측정 위치

온도편차 측정 결과

그림 5.33 사출성형 시 금형 표면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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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의 금형 설계 및 개발하는 연구를 수

행하였다.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는 강성 구조는 알루미늄 바, 조향 등의 구조

물 부착부는 마스네슘, 기타 브라켓은 유리섬유 복합소재 사출품으로 구성되어 경

량화를 실연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알루미늄 바와 알루미늄 바에 유리섬

유 복합소재 적용 사출성형 브라켓을 만드는 연구이다. 이때 알루미늄 바는 압출공

법을 통해 제작되고 유리섬유 복합소재 적용 사출성형은 알루미늄 바를 사출금형에 

인서트 하여 성형하는 공법이다.

  본 장의 연구는 압출공법을 통해 알루미늄 바를 제조하는 것으로 압출금형에 대

한 압출성형 해석을 하고 해석결과를 반영하여 금형 설계 및 제작을 하였다. 금형

은 압출공정에서 마모를 줄이기 위해 표면처리를 하고 표면처리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압출금형은 알루미늄 바 제작 결과를 통해 금형 품질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알루미늄 바 인서트를 통한 유리섬유 복합소재 적용 사출성형 금형은 설계 

전 사전 검토를 하고 이를 적용한 사출해석을 실시하였다. 사출해석 결과를 사출금

형에 반영하고 금형 제작 및 밀착성 검증을 하였다.

1. 알루미늄 바의 압출공법에 의한 금형 설계를 하고 금형 압출 해석을 실시하였으

며, 이를 통해 소재 유동양상과 성형 시 소재의 온도분포, 압출부 속도분포, 접합

압력, 최대 압출하중을 검증하였다.

2. 금형설계는 압출해석을 반영하여 설계 되었으며 형상은 원형과, 사다리꼴 단면의 

알루미늄 바를 제작 할 수 있는 금형으로 설계되었다. 금형 제작은 알루미늄 바 

두께 2.0, 2.5, 3.0, 3.5 mm와 형상이 되는 두가지 금형으로 제작하였으며 소재는 

SKD61종으로 하였다. 또한 금형 내마모성을 위해 이온질화처리를 하였으며 표면

처리 조건은 가스비율은 질소와 수소를 1:2, 처리 온도 560℃, 공정시간은 15시간

으로 하고 바이어스 전류는 10 kw로 했을 때 표면처리경도 1000 Hv이상과 경화 

깊이가 150 ㎛이상을 얻을 수 있었다.

3. 사출성형 금형은 알루미늄 바, 자동차 차체와 조립이 가능한 볼트 및 핀을 인서

트 할 수 있게 설계하였으며 제품 설계를 수정없이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사출성

형 내 슬라이드 코어 11곳, 경사코어 2곳, 유압실리더 2곳을 설치하였다.

4. 인서트 사출성형은 해석을 통해 10개의 게이트 위치 및 게이트별 밸브 오픈 시간

을 제어 하였으며 해석 결과를 사출금형 설계에 반영하였다. 사출성형 해석을 반

영한 사출금형을 제작하고 금형내 냉각 채널의 온도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20

곳의 온도센스 및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금형의 냉각 분포를 체크하였다.



- 143 -

5. 인서트 된 알루미늄 바에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이용한 사출성형을 했을 경우 복

합소재가 알루미늄 바와 밀착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는 알루미늄 바에 밀착성

을 높이기 위해 금속접합의 에칭한 것과 정전분체도장한 것을 각각 평가하였으며 

알루미늄 바의 형상(원형, 사다리꼴)도 함께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정전분체 도장 

한 것이 밀착성이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알루미늄 바의 형상은 비슷하

게 나타났다.

6. 알루미늄 바를 사출금형 내 인서트 하고 사출성형 할 경우 사출압에 의해 알루

미늄 바가 변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원형의 경우 알루미늄 바 두께 2.5 mm 이

하에서 사다리꼴의 경우 시제품 모두에서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알루미늄 바의 제품 형상을 사다리꼴과 원형을 혼합한 단면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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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카울 크로스멤버 시제품 제작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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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서론

  압출공법에 의한 알루미늄 바와 자동차 차체와의 접합 문제로 볼트 및 핀을 인서

트 하여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사출성형 공법을 통한 시제품 제작 및 검증하

는 차트이다.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연구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마그네슘 파트는 별도 제작

하여 카울 크로스멤버에 부착이 된다. 따라서 기존의 스틸 중심의 카울 크로스멤버

에 비해 본 연구의 목적인 경량화라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을 것을 판단된다. 

  본 장은 압출된 알루미늄 바를 이용하여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이용한 사출성형 

공법에서 알루미늄 바로 인한 사출성형 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또한 향후 신규 개발할 수 있는 사출금형 개발 사양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시제품 제작은 먼저 압출성형된 알루미늄 바의 형상별 사출압력에 따른 변형을 

체크 하였다. 압출성형된 알루미늄 바의 경우 차체에 고정되는 부품으로 자동차 충

돌 등에 의한 강성이 요하는 부품이며 크래쉬패드를 고정하는 강성 부품이기도 하

다. 따라서 사출성형압 또는 외력에 의해 발생한 변형은 강성부품으로 신뢰성에 원

인이 되기도 한다.

  카울 크로스멤버 부품은 자동차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 자동차의 운전 습관 및 도

로의 특성에 많은 진동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진동은 운전자나 탑승자의 소음 공해

를 받게 된다. 보통 운전자나 탑승자가 느끼는 소음은 공기전달 음으로 약 500 Hz 

이상의 엔진과 노면소음이 원인이다. 구조전달음의 경우 400 Hz 이하에서 운전가가 

느끼는 소음의 대부분 차지한다. 카울 크로스멤버는 스티어링 시스템과 연계된 부

품으로 아이들(Idle)상태일 때, 기준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카

울 크로스멤버의 고유진동수 35 Hz 이상 목표로 개발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개발품은 크래쉬패드의 구조물로 자동차 충돌시 승객과 개발품에 고정되어 있는 

크래쉬패드와의 충돌로 자동차 차체와 분리 될 수 있고 개발품이 너무 강한 구조물

로 되어 있으면 승객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강성이 필요한 부품으

로 자동차 충돌을 가정한 헤드 임팩트(Head Impact)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 한다.

  마지막으로 카울 크로스멤버와 스티어링 시스템 그리고 크래쉬패드가 장착된 상

태에서의 슬래드 시험(Sled Test)을 통해 개발품의 품질성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이

는 에어백 전개조건과 완성차 충돌에서 발생하는 가속도를 인가하는 조건으로 완성

차 정면 충돌을 모사하는 시험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를 모사할 수 있는 성인더미

를 통해 상해치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와 같이 개발품의 부품 평가에서부터 완성차에 장착 후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

구가 진행 되었으며 이는 완성차의 수요에 맞는 평가를 통해 연구된 개발품이 사업

화가 될 수 있도록 평가받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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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카울 크로스멤버 시제품 제작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시제품 제작을 위해 사출성형 시 사출금형 개발은 

알루미늄 압출성형 공법으로 제작된 알루미늄 단면 형상 결정이 중요한 요소가 되

었다. 알루미늄 바 단면 형상을 인서트 사출금형에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

서 알루미늄 바 단면 결정은 기존 원형과 사다리꼴 형상으로 제작하여 유리섬유 복

합소재 사출성형 후 밀착성 검토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제작하였다. 밀착성 검토는 

제5장에서 언급하였으며 두가지 알루미늄 바 형상에 대해 정전분체도장과 금속접합 

에칭 표면처리한 것에 대해 밀착성 검토를 하였다. 시험결과 정전분체도장 표면처리 

한 것이 금속접합 에칭 처리한 것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가지 형상에 

대한 검토는 사다리꼴 단면 형상이 원형 단면 형상에 비해 근소하게 유리한 밀착성

을 보였다. 

  압출성형된 알루미늄 바의 최종 단면 형상을 결정하기 위해 제6장 6.3절에서와 같

이 사출압에 의한 알루미늄 바 변형시험을 하였다. 사출압에 의한 변형시험은 두가

지 알루미늄 바 단형 형상과 소재두께별 사출압의 변화에 따른 시험한 결과 원형 단

면의 알루미늄 바가 유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압출성형된 알루

미늄 바의 단면 형상은 원형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소하지만 밀착성 측면이 

알루미늄 바의 구조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복합 단면구조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단면 구조는 구조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다리꼴 단면을 가지면서 직선구간을 

원형의 곡선 구간을 두어 사출압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었다. 따라서 그림 6.1의 알루

미늄 바 단면을 사출금형에 반영하였다. 또한 두께는 외경을 일정하게 하고 내경을 

줄여서 두께를 변경하는 형태의 압출 알루미늄 바 설계가 반영되었다.

그림 6.1 알루미늄 바의 단면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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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시제품 제작은 도시바(Toshiba) IS3000DE모델 2,500

톤 사출장비가 사용 되었다. 본 개발품의 유리섬유 복합소재 사출의 경우 큰 용량

의 사출장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으나 카울 크로스멤버 인서트 사출로 금형 크기

를 고려하여 본 장비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림 6.2는 금형을 사출성형 장비에 셋업하고 알루미늄 바를 포함한 볼트 및 핀

을 금형내 인서트 하고 2,500톤 사출성형 장비에서 유리섬유 복합소재 적용 사출성

형을 하였다. 

금형 셋업 인서트 부품 장착 사출성형

시제품 제작

그림 6.2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시제품 제작

  그림6.3은 개발품에 대한 자동차 차체 조립성 검토를 위해 나타내었다. 압출공법

으로 제작된 알루미늄 바에 인서트 유리섬유 복합소재 적용 사출성형을 한 시제품

과 마그네슘 브라켓 부품이 조립된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조립을 하였다. 하

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는 자동차 셋업 방향과 같게 지그를 제작한 후 전장부품

을 조립하고 운전석 앞 쪽에서 볼 수 있는 크래쉬패드를 조립하였다.

자동차 셋업 방향을 카 라인(Car Line)이라고 하며 카 라인 방향으로 조립성을 검

토하여야 완성차 차체에 조립 되었을 때 방향성과 조립 품질이 우수하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제품을 개발하여 제작하고 완성차에 조립되어 평가까지 되는 

구조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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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울 크로스멤버 시제품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조립

카울 크로스멤버 전장품 조립 카울 크로스멤버 크래쉬 패드 조립

자동차 차체에 개발품 조립

그림 6.3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조립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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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제품 품질특성 평가

6.3.1 사출압에 의한 알루미늄 바 변형 시험

  본 장은 압출된 알루미늄 바를 이용하여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이용한 사출성형 

시 사출압력에 의해 알루미늄 바의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시험하였다 이러한 변형

은 압출성형된 알루미늄 바의 경우 차체에 고정되는 부품으로 자동차 충돌 등에 의

한 강성이 요하는 부품이며 크래쉬패드를 고정하는 강성 부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출성형압 또는 외력에 의해 발생한 변형은 강성부품으로 신뢰성에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시험편 제작은 제5장에서 언급된 알루미늄 바의 원형과 사다리꼴 단면의 사출성형

에 대한 밀착성 시험편과 같은 형태로 제작 하였다. 사출기는 350톤 사출기를 사용 

하였으며 사출기 기준 사출압은 1,740 kgf/cm2이다. 그림 6.4은 변형 시험편으로 원형

과 사다리꼴로 하였으며 소재 두께는 2.5~3.5 mm 사이 0.5 mm 간격으로 시험편을 

제작 하였다. 또 알루미늄 바의 시험편은 정전분체도장과 금속접합 에칭의 두 종류 

중 사출성형 후 유리섬유 복합소재와 알루미늄 바와의 밀착성 측면에서 유리한 정전

분체 도장의 알루미늄 바를 이용하여 사출성형 압력에 따른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그림 6.4 알루미늄바의 변형 시험편

   

  그림 6.5와 그림 6.6은 정전분체 도장한 알루미늄 바에 유리섬유 복합소재 적용 

사출성형 압력에 따른 알루미늄 바의 두께별 형상 상태를 나타내었다. 사출압력은 

본 연구에 사용된 350톤 기준 사출압 1,740 kgf/cm2을 기준으로 %로 나타내었다. 여

기서 43%는 748.2 kgf/cm2, 45%는 783 kgf/cm2, 48%는 835.2 kgf/cm2, 50%는 870 

kgf/cm2의 사출압력을 나타낸다. 사출성형시 금형온도는 70℃, 사출거리 45 mm, 냉

각 시간 30초, 보압 시간 3초, 사출속도 및 사출시간은 모든 시험에서 일정하게 유

지 하였다. 원형의 경우 소재두께 2.5 mm에서 사출압력 48% 이상에서 변형이 발생

하였고 나머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다리꼴의 경우 소재두께 2.5 mm에서는 모두 

변형이 발생 하였고 소재두께 3.0 mm에서는 48%이상, 소재두께 3.5 mm에서는 60% 

이상일 때 변형이 발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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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압력

원형
소재두께(2.5 mm) 

원형
소재두께(3.0 mm) 

원형
소재두께(3.5 mm) 

50% - -

48% -

45%

43%

그림 6.5 원형 소재두께별 알루미늄 바의 사출압력에 의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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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압력

사다리꼴
소재두께(2.5 mm) 

사다리꼴
소재두께(3.0 mm) 

사다리꼴
소재두께(3.5 mm) 

50% - -

48%

45% -

43% - -

그림 6.6 사다리꼴 소재두께별 알루미늄 바의 사출압력에 의한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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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개발품의 진동시험 분석

  자동차의 진동을 시험하는 방법에는 고유진동수를 구하기 위해 공진점을 검출하

는 시험방법과 진동시 나타나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동기능시험, 일정한 진동

수로 가진하여 진동에 대한 부품의 내구성을 조사하는 진동내구시험, 마지막으로 

일정한 비율로 진동수를 연속적으로 증감하여 가진하고, 진동에 대한 부품의 내구

성을 조사하는 스위프 진동내구시험 방법이 있다. 

  공진점 검출을 위한 시험, 즉 고유진동특성을 파악하는 시험은 시스템의 동적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고, 해석모델의 검증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진동내

구시험은 제품의 내구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는데 어떤 부품이 사용되는 환경이 

고유진동에 의한 공진점이 일어나는 환경과 공진점이 없는 환경으로 구분하여 각각

의 환경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수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실험적 분석방법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CBN(Craig Bampton Nodal Method)를 사용하여 진동 위상최적화를 

설계한 카울크로스 멤버의 해석적 검증을 위한 시험으로 공진점 검출을 위한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후 공진점을 기준으로 KSR1034기준으로 가

진 주파수에 의한 진동내구시험분석을 하였다. 

  공진점 검출을 위한 고유모드 분석실험은 진동실험을 통해서 고유진동수, 감쇠비, 

진동형을 결정하는 실험으로 실험에 의한 결과를 분석할 때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

다. 

  구조물이나 어떤 시스템이 가진될 때, 감쇠가 크지 않으면 그 응답은 가진진동수

가 고유진동수와 일치하는 공진에서 뾰족한 피크를 보인다. 그리고 가진진동수가 

고유진동수를 통과하면서 응답의 위상차이는 180˚가 되며 공진의 위상은 90˚이다. 

  임팩트 해머를 사용한 모달시험 분석방법은 그림6.7과 같다. 테스트기에 가속도 

센서 부착을 통해 임팩트 해머로부터 나오는 충격가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

구에서 임팩트 해머는 B&K 8206-002, 진동측정시스템은 B&K3560D, 가속도계센서

는 B&K4506B, 진동분석시스템은 B&K Pulse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충격 가진 

시험방법은 측정속도가 빠르고, 설치가 쉬우며 가진점 변경이 용이하고, 가진기에 

의한 구조적 부하가 최소로 잡히는 장점이 있다. 측정방법은 각각의 포인트에 대해 

전/후, 상/하, 좌/우 방향에 대해 측정하고, 각각의 가속도를 Overlapping하여 공진분

석을 한다. 

  이후 공진점 검출 후, 5 Hz에서 100 Hz까지 주파수 대역에서 공진점을 기준으로 

공진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시험을 하며, 공진점이 없는 경우는 67 

Hz 진동수에 진동가속도 29.4 m/s2(3G)조건으로 상하는 4시간, 전후, 좌우는 2시간씩 

시험을 한다. 그리고 공진점이 있는 경우는 상하는 1시간, 전후, 좌우는 0.5시간씩 

시험을 하고, 67 Hz, 29.4 m/s2(3G)조건으로 상하는 3시간, 전후, 좌우는 1.5시간씩 

시험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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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Impact hammer modal test schematic

  가진기에 의한 시험방법은 그림 6.8과 같이 시험물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고, 신

호발생기에서 신호를 주어, 가진기를 통해 오는 진폭을 신호조절기 및 분석기를 통

해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분석된다. 분석방법은 시험이 진동수가 Reference 

Point와 일치하는지와 이후 시험 후 시험품 외관분석을 통해 Crack 여부를 분석한

다. 

그림 6.8 Exciter modal test schematic



- 156 -

  (1)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고유진동시험

  개발품에 대한 고유진동시험은 그림 6.9와 같이 실시하였고 신호분석은 6포인트

를 기준으로 상하, 전후, 좌우에 센스를 부착하였다. 신호분석 결과 상하방향에서 1

차 공진모드 41 Hz에서 발생하였고, 2차공진모드는 전후방향 44 Hz에서 발생하였

다. 그리고 이후 3차모드는 56 Hz, 88 Hz에서 발생하였다. 그림6.10~6.12는 각각의 

Channel Point에서 발생되는 주파수 응답함수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포인트 값을 오

버랩을 통해 공진점을 분석한다. 

그림 6.9 Modal test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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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xis(lateral) FRF at all point

X-axis FRF at each point

그림 6.10 X-axis(longitudinal) FRF(Frequency Response Function) at al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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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xis(lateral) FRF at all point

Y-axis FRF at each point

그림 6.11 Y-axis(longitudinal) FRF(Frequency Response Function) at al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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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xis(lateral) FRF at all point

Z-axis FRF at each point

그림 6.12 Z-axis(longitudinal) FRF(Frequency Response Function) at all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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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 진동내구시험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의 진동내구시험은 각각의 방향에 대한 공진점을 기

준으로 KS R 1034시험방법에 의거하여 표6.1과 같은 시험조건으로 시험분석 하였

다. 여기에서 비고란의 고유진동수는 앞에서 시험한 고유진동수 결과값을 나타내었

다.

구분 진동수(Hz) 시험시간(h) 진동가속도(G) 비고

상·하

88 1

3
88Hz

(공유진동수)
67 3

전·후

56 0.5

3
56Hz

(공유진동수)
67 1.5

좌·우 67 2 3
없음

(공유진동수)

표 6.1 진동내구시험 조건

  시험장비는 고유진동 측정과는 달리 시험품의 전체 가진조건을 고려하여 아랫면

이 플랫한 조건으로 지그를 제작하고, 제작된 지그는 100 Hz까지 공진이 없도록 제

작하였다. 시험장비는 10톤 진동시험장비로 IMV사 제품으로 가진력이 100,000(Nm), 

10,204 (kgf)까지 가능하며, 가진 주파수는 5 ~ 2,500 Hz까지이며, 진폭은 51 mm, 속

도는 3 m/s까지 제어가 가능하다. 

시험은 진동내구조건에 맞추어 상하, 전후, 좌우에 대해 각각 시험을 하였고, 그림

6.13과 같이 지그에 카울 크로스멤버를 장착하였다. 

그림 6.13 진동내구시험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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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1의 조건으로 그림 6.13의 시험 장치를 통해 진동내구 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그림 6.14에 나타내었다. 진동내구시험결과 분석은 진동내구 시험 후 개발품의 크랙

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육안 검사하는 방식이다.

  진동내구시험 후 육안검사 결과 크랙부위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크랙은 볼트

부위나 노치가 있는 부위에서 발생하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개발품은 크랙이 발생

하지 않았다.

시험 전 시험 후

그림 6.14 진동내구시험 전·후 비교



- 162 -

시험 전 시험 후

그림 6.14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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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 시험 후

그림 6.14 To be continued



- 164 -

6.3.3 개발품의 헤드 임팩트(Head Impact) 평가

  완성자동차 기업의 경우 차량의 충돌 발생시 승객 및 운전자의 머리 부분의 상해

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동차의 실내 의장부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관련 부품을 개발할 경우 상품성을 위해 반듯이 시험해야 하는 요소이다. 

  본 연구는 크래쉬패드를 고정하고 자동차 차체에 고정하는 카울 크로스멤버를 개

발하는 것으로 본 시험과정과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카울 크로

스멤버의 경우 스틸로 되어 있어 자동차 내 탑승자의 헤드 충격에 의해 카울 크로

스멤버가 자동차 차체에서 분리 될 수 있다는 가정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개발되는 카울 크로스멤버는 자동차 차체와 고정되는 부분의 일부가 마그네슘 

또는 유리섬유 복합소재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탑승자의 헤드 충격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시험은 머리 모형을 크래쉬패드에 24.1 km/hr의 속도로 충돌하였을 때 머리모

형의 감가속도는 최고 가속도 기준 3 ms 동안 평가 가속도가 80 G 이하이여야 한

다. 또한 머리 모형이 크래쉬패드에 충돌시 크래쉬패드부의 파손에 의해 날카로운 

모서리가 발생 하지 않아야 한다. 

  헤드 임팩트 시험 조건은 머리 모형은 무게 6.8kg과 지름 165 mm로 일반 성인의 

머리 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충격기에 장착하여 크래쉬패드에 가격하게 된다. 

충격속도는 24.1 km/hr ± 0.6 km/hr이고 충격 위치 및 각도는 자동차 충돌시 탑승자

가 시트에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헤드가 크래쉬패드 방향으로 전진할 때 크래쉬 패

드에 충격되는 위치의 수직방향을 기준으로 타격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FMVSS 201 규정으로 미국의 충돌시험 법규로 내장재에 대한 

테스트 규정을 국내에서도 같은 규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실물에서의 크래쉬패드의 

경우 3차원 형상으로 탑승자의 헤드와 크래쉬패드와의 수직 방향을 찾기는 쉬운 일

이 아니다. 따라서 설계 DATA 또는 충돌 해석 DATA를 통해 크래쉬 패드 위치에 

따른 수직 방향을 측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그림 6.16에 나타내었다.

그림 6.15 헤드 임팩트 타격조건



- 165 -

충격위치 #1 #2 #3 #4

충격각도 68˚ 64˚ 75˚ 23˚

충격위치                            충격각도

그림 6.16 헤드 임팩트 시험의 충격 위치 및 각도

   표6.2는 헤드 임팩트 시험 결과로 머리 모형을 크래쉬패드에 24.1 km/hr ± 0.6  

km/hr의 속도 범위 내에서 시험 하었으며 이때의 머리모형의 감가속도는 최고 가속

도 기준 3 ms 동안 평가 가속도는 최대 51.6으로 나타나 FMVSS 201 규정으로 미

국의 충돌시험 법규 80G 이하로 만족 하였다. 그림 6.17은 충격시험 전·후 사진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6.18은 헤드 임팩트 시험 후 인체 상해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충격위치 충격각도

시험결과

판정
충격속도
(km/hr)

감가속도(G)
[구간(ms)]

날카로운
모서리여부

#1 68˚ 24.10
51.6

[81.3~85.4]
무 만족

#2 64˚ 24.03
49.7

[87.6~90.6]
무 만족

#3 75˚ 24.07
50.1

[88.1~91.2]
무 만족

#4 23˚ 24.43
51.4

[82.2~85.2]
무 만족

그림 6.2 헤드 임팩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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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위치

시험 전 시험 후

#1

#2

#3

#4

그림 6.17 헤드 임팩트 시험 전·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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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위치

시험 펄스

#1

#2

#3

#4

그림 6.18 헤드 임팩트 시험 후 인체 상해 그래프



- 168 -

6.3.4 개발품의 슬래드 시험(Sled Test) 평가

  보통 자동차의 충돌시험은 완성차를 충돌하여 탑승자의 상해치를 평가하는 방법

과 완성차 일부로 만든 지그를 개발된 부품을 장착하여 충돌 모의시험을 통해 탑승

자의 상해치를 평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완성차를 충돌하여 상해치를 검토하

는 방법은 개발된 완성차 전체의 구조 및 시스템의 파괴 정도나 탑승자의 상해치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는 차량을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완성차를 제작하거

나 자동차 구조의 시스템 상 중요한 부품일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완성

차 일부로 만든 지그에 개발된 부품을 장착하여 충돌모의 시험하는 방법을 슬래드 

시험이라고 부른다. 

  그림 6.19는 슬래드 시험장치를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는 시트의 안전띠를 개발하

는 그림으로 지그위에 사람 모형 즉, 더미를 장착하고 지그는 뒤쪽에서 레일을 따

라 이동하게 된다. 슬래드 충돌시 자동차 직접충돌과 같은 속도로 레일을 따라 전

진하고 이는 충격흡수 장치에 충돌에너지를 지그에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때 충돌에 의한 시트 안전띠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완성차 충돌과 달리 부품이 파괴되지 않는 시험방법이다.

그림 6.19 슬래드 시험 장치

  본 연구는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에 크래쉬패드를 장착하고 이를 자동차 일

부 지그에 장착 후 슬래드 시험을 통해 인체 상해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6.20은 개발부품에 대한 슬래드 시험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그림으로 간접 충돌 시

험이지만 에어백까지 전개되는 구조로 완성차 충돌과 흡사한 시험 방법으로 구성하

였다. 이를 통해 인체 특허 개발품과 직접 접촉 될 수 있는 다리부를 확인하였으며 

충돌시 개발품이 자동차 차체에서 분리 및 기타 중대한 변형이 발생 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러한 시험은 완성차 충돌과 같이 인체상해치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시험이며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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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 충돌시험에서 모사된 차량 충돌시의 가속도를 슬래드 시험 장비에 가속도를 

인가하여 인체 상해치로 보기 때문에 가속도는 완성차 충돌 시 인체 하단에서 측정

한다. 슬래드 시험방법은 FMVSS208에 의거하여 5% 여성 성인 더비를 안전띠 미착

용 조건으로 시험하였다. 여기서 5%는 성인 여성 기준 5% 신체 조건을 가진 여성

으로 볼 수 있다. 충돌조건은 정면 고정벽 충돌시험 조건과 같은 충격에너지가 발

생할 수 있도록 모사하였다.

그림 6.20 슬래드 시험동영상 캡처

  그림 6.21는  FMVSS208 충돌시험 조건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다리 대퇴부에

서 받는 힘을 인체상해치로 판단하였고 최고치는 6.805 kN 이하로 나타나야 한다.

  그림 6.22와 그림 6.23은 슬래드 시험 전·후 사진을 나타낸 것으로 자동차 일부로 

구성된 지그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와 크래쉬 패드를 

지그에 장착하고 더미를 안착 시켰다. 앞 절의 헤드 임팩트 시험과 같은 위치의 조

수석에 더미를 안착 시켰다. 또한 충돌시 에어백이 전개 되었고 더비의 헤드 충돌 

위치 확인을 위해 전면부 빨간색 마킹을 하였다. 시험 결과 사진에서 보듯이 더미

의 헤드 전면부가 에어백에 충돌 된 것을 확인하였다. 

  충돌에 의한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는 차체에서 분리 되지 않을 것을 검증 

하였으며 기존의 스틸 부품이 아닌 알루미늄 바와 유리섬유 복합소재를 이용한 제

품 구성도 강성 측면에서 검토 가능 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그림 6.24은 슬래드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인체 상해치는 다리의 대퇴부를 

평가한 것으로 왼쪽은 최대 4.13 kN, 오른쪽은 4.31 kN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MVSS208 충돌 시험 법규 최고치 6.805 kN 이하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하

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가 인체상해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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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FMVSS208 시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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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슬래드 시험 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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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 슬래드 시험 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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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 Part Injury Value (kN) Time (s)

Femur

Left 0.36 / -4.130 0.144 / 0.0494 

Right 0.35 / -4.310 0.144 / 0.0494 

그림 6.24 슬래드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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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결론

  본 연구는 개발품의 부품 평가에서부터 완성차에 장착 후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

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완성차의 수요에 맞는 평가를 통해 연구된 개발품이 사업화

가 될 수 있도록 평가받기 위함이다. 시제품은 압출에 의해 제작된 알루미늄바에 

마그네슘 소재의 스티어링 마운팅 및 칵핏모듈 서포트 브라켓을 다이케스팅 공법을 

통해 제작하고 조립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기타 브라켓은 알루미늄바를 사출금

형에 인서트하여 사출성형 하는 방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스틸 소재의 

카울 크로스멤버 대비 동등 이상의 품질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량화를 위해 기존의 스틸 베이스(Steel Base)의 카울 크로스멤버를 알

루미늄, 마그네슘, 엔지니어링 복합소재를 사용하여 경량화와 진동특성을 만족하기 

위한 위상 최적화설계가 된 하이브리드 카울 크로스멤버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단

품 시험과 설계된 시제품의 품질검증은 진동내구시험, 헤드 임팩트 시험, 슬래드 충

돌 시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1. 시제품 제작은 시제품의 사출금형 인서트 사출시 알루미늄 바의 변형시험과 단

품에 의한 진동내구시험, 완성차에 장착 후 헤드 임팩트 시험, 슬래드 충돌 시험

을 위한 균일한 시제품을 제작 하였다.

2. 알루미늄 바는 사출금형내 인서트 하여 사출성형하는 방식으로 사출압에 의해 

알루미늄바의 변형 정도를 파악하였다. 알루미늄바의 시험은 원형 단면인 경우 소

재두께 3.0 mm이상에서 사다리꼴 단면인 경우 소재두께 3.0 mm이상에서 사출압

력 45% 이하에서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알루미늄 바의 사출압에 의한 

변형은 원형단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개발품에 대한 단품 진동시험은 위상최적화 해석을 검증하는 것과 완성차가 요

구하는 조건 내에서 경량화 설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 하였다. 검증 결과 

기존 스틸의 경우 8~10 kg이였으나 개발품의 경우 4.8 kg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

동내구시험도 제품 크랙없이 엔진진동조건 38 Hz이상으로 나타났다.

4. 개발품에 대한 완성차 조립상태에서의 검증은 헤드 임팩트 시험과 슬래드 충돌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헤드 임팩트 시험결과 헤드의 충격각도와 충격속도에 만족

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슬래드 시험의 경우 개발품 차량에 더미를 탑승하고 

슬래드 충돌 후 더미의 대퇴부에 개발품에 의한 인체 상해치로 판단하였다. 충돌

시험 결과는 법규 FMVSS208의 충돌 시험 법규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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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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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competition in an automobile market has been intensifying and  

at the same time, all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improve fuel efficiency 

by reducing the car’s weight because of the global environment regulations. Not 

only cars makers but also all auto parts companies should strive for that. 

In this study, I wan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injection molds applied 

with glass fiber composite materials inserted into aluminum bars. In case of 

glass fiber composite material, it is made with an injection molding method that 

using glass fiber reinforced thermoplastics (GFRP) mixed with polyamide(PA) or 

nylon. In case of manufacturing of glass fiber composite materials with nylon 

resin, it is necessary to study about the enhancement of adhesion force by 

combining nylon resin with glass fiber. In the case of such composite materials, 

it is a method used in domestic electrical and electronic companies and 

automobile industry also have been taken an interest greatly about this 

technology from a few years ago. However, In order to meet the quality 

requirements of the vehicle component, the surface and weight of the component 

must be good and light, simultaneously. Therefor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replace existing steel products with aluminum, magnesium and 

plastic components. 

In this study, aluminum and plastics will be combined by research and develop 

of the hybrid cowl cross members. Through this study, I want to achieve lighter 

weight than conventional steel products. Aluminum bars will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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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extrusion method and the cross-section shape and thickness of materials 

will be optimized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wl cross members. In 

addition, the cowl cross member which combine glass fiber composite resins 

with aluminum products need composite materials and design-technology that 

maintains adherence between resin and aluminum under certain external forces. 

Applying these technologies on the development of new vehicle parts is expected 

to have a great effect on the enhancement of fuel efficiency by the reduced 

weight due to environmental regula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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